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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 he three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collectively termed "East
Asia,//l possess long historical heritages of which they are justifiably
proud. With great historical pride, the Chinese, for example, point to artistic
artifacts found in rece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the Koreans have had
an international traveling art exhibition entitled "5,000 Years of Korean Art;//
and the Japanese trace their imperial line back to the seventh century BCE.
In referring to "history," I am not using the term in the restrictive sense
* Parts of this presentation were published in Italian in "La storia come nozione
fondamentale nella musica dell' Estremo Oriente," in Enciclopedia della musica, ed.
Jean-Jacques Nattiez, III (Torino: Einaudi, 2003), 218-46. I am grateful to Einaudi for
permission to use the English text of those parts.
1 In addition to geographic proximity, "East Asia" is defined by four main aspects of
culture: a) the use of literary Chinese in writing, b)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Confucian
classics," c) the prevailing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and d) the presence of
Mahayana Buddhism. On this basis, Vietnam might also be considered a part of East
Asia. This definition has been given by Gari Ledyard, e.g., in a public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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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estern academic discipline of history, but rather in a much wider,
perhaps more popular, sense of concern with the past. A sense of historical
background,

influence,

and

significance

pervades

the

East

Asian

understanding of their own artistic cultures, whether in the visual arts,
literature, music, or other areas. Both elite professional arts and so-called
"folk" arts are felt to express the extended legacy and modem awareness
of history, and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explore some of the
ways in which this historical sensitivity pervades the musical arts.

2. The Three Countries
The traditional cultures of China, Korea, and Japan are and always have
been distinct in many important and obvious ways, and their peoples have
typically gone to some lengths to emphasize the differences. Nevertheless,
there are also numerous elements of continuity and correspondence between
these cultures.
For many centuries, all three of the areas now covered by the modem
political entities were ruled by monarchs, either emperors or kings. As
already mentioned,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began its rule in the seventh
century BCE; the Chinese trace real and mythological dynasties back as far
as the twenty-first century BCE; and the Koreans have traditionally dated
their three founding tribal federations to the second century BCE. The
Japanese emperor still sits on the throne and resides in the imperial palace
in Tokyo, though (as in some periods in the past) he exercises little political
authority; the institution of kingship or emperorship in Korea is now
obsolete, but the last royal family clan is still clearly recognized as such;
and in China there is now little or no recognition of the families that ruled
in the monarchies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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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ree countries now employ modem forms of government, but their
populations are constantly reminded of their past by physical heritage such
as buildings and visual art, by legends and myths frequently repeated in
homes, schools, and literature, and by less tangible legacies such as
traditional music and language.
Despite the cultural and musical continuities between China,2 Korea, and
Japan that will be increasingly evident in this essay, it has to be observed
that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periods of considerable animosity between
these countries. More significantly, even distant historical events are still
offered today as reason for distrust. The Chinese, for example, are still deeply
concerned with Japan's behavior during the Nanjing Massacre of the late
1930s, and Korea profoundly feels a residual resentment fo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even though these events
were, respectively, well over half a century and four centuries in the past.
But the continuing concern with the past evidenced by these examples is
precisely the point being made: the peoples of East Asia retain perceptions
of their past as important aspects of their cultural present.
China, over much of her history, presumed that many or all countries
outside her governmental control were inferior or even barbaric (Koreans
and Japanese, for example, were often referred to as "eastern barbarians").

2 In this essay, "China" is taken to refer primarily to the majority Han ethnicity, for
a number of reasons: although there are now over fifty recognized and named ethnicities
in China, the Han account for well over 90% of the population, and they have always
controlled the "native" dynastic governments of the past (see Appendix). Most of the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were written by Han writers and concerned themselves
with Han matters; they were written in literary Chinese, essentially the written language
of the Han. The Chinese documents seen and used by the Koreans and Japanese over
many centuries of history were these Han documents, and the Chinese governments that
their envoys visited were generally controlled by the Han. In effect, therefore, what the
Koreans and Japanese viewed as "China" was precisely the culture and government of
the Han majority, and this essay makes little reference to the minority cultures of China
(for an overview of the music of the minorities, see Garlan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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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various times in their history, both Korea and Japan sent embassies with
tribute to the Chinese court in an act of obeisance, albeit with considerable
resentment. The tribulations that all three countries see in their past
sometimes borders on obsession: many Koreans, for example, believe that
their history is one of constant, ruthless invasion by external powers such
as the Manchus or Japanese, when in fact it is easily demonstrated that Korea
has suffered . far less invasion tha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Nevertheless, it is the perception that matters, and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heated squabbl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bout the ways they
portray each other in historical textbooks and over territories possessed in
antiquity.
In all of East Asia, beliefs about historical matters are of considerable

importance, even when hard evidence for the beliefs is lacking, or even if
they are demonstrably false from a factual standpoint. A prime example
is the Great Wall of China, said to be 2,000 years old, but in fact mainly
from late Ming (Waldron 1990). As we shall see, the question of musical
authenticity and preservation is also much concerned with deeply held
beliefs about historicity.

General Cultural Correspondences in East Asia
A number of consistencies are characteristic of all three countries, even
though there are considerable disparities of detail. The consistencies include,
for example, a high respect for ancestors, a high value placed on the written
word, and religions.
In all three countries, respect for ancestors was and is demonstrated in

a number of ways: particular concern for genealogical records and pedigree,
state and private rituals devoted to the spirits of ancestors, ancestral aspects
of folk religions such as shamanism, and belief systems that place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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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on ancestors. It is tempting to think that the demonstrable
spread of the ancient Chinese Confucian code of conduct throughout all the
countries is the cause of the consistency of such beliefs,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Confucianism itself is the product of deeper-seated beliefs that pervade
the East Asian region.
Confucianism is essentially a code of conduct: it explains how each person
in a society should behave toward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according
to a number of specified relationships and a hierarchical social structure.
Ancestors alive and dead were considered an important part of the structure.
Ancestors for a number of generations were venerated according to specified
rituals for all members of society, and the ancestors of emperors and kings
were honored for entire dynastic periods. Although the classic texts of
Confucianism speak of ancestors in terms of "spirits" that are honored at
rituals, Confucianism is not a religion. As one classic text states it, "To treat
the spirits as dead would show a lack of respect, and cannot be done; to
treat the spirits as living would show a lack of wisdom, and [likewise] cannot
be done."3 In other words, what counts is the behavior of participants in
the rituals, and exemplary behavior serves as a model for the rest of society,
inspiring everyone to good behavior.
The kind of genealogical relationship so characteristic of Confucianism is
not absent in the other main ·belief systems in East Asia: Chinese Daoism,
Japanese Shinto, Korean shamanism, and Buddhism in all three countries.
In fact, the original natures of Confucianism, Daoism, and Buddhism had

more in common than they have subsequently come to have (Allan 1997),
and archaeological artifacts in East Asia give evidence for veneration of
ancestors from the earliest times. In Shinto and Daoism,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a multitude of spirits are not dissimilar to ancestral
genealogies, and in Korean shamanism the shaman often act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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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ry between a living person and an ancestor. Awareness of
ancestors and their circumstances, of course, is a kind of historical awareness.
All the countries of East Asia possess long literary traditions. Textual
materials in China come from as early as the twelfth century BCE, those
in Korea and Japan considerably later, but stil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e Common Era. While spoken Chinese increasingly diverged from the
written, or "literary" form of Chinese after the Han dynasty, literary Chinese
remained remarkably consistent for many centuries and indeed formed the
main vehicle for scholarly and official writing in all of East Asia - most
documents in Japan and Korea were written in Chinese rather than in the
vernacular, in much the same way that Latin was the lingua franca for
medieval Europe. A writing system for Japanese, based on Chinese script,
was in use by the eighth century BCE, and a system (idu) of writing Korean
by using Chinese characters for their phonetic values was employed for
governmental purposes by the seventh century; an effective native writing
system for Korean, independent of Chinese characters, was not invented
until the fifteenth century. Nevertheless, the preponderant use of literary
Chinese in all three countries continued.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among the earliest surviving extended texts

in all three countries are artistic texts - poetry rather than prose. A work
said for many centuries to have been compiled by Confucius (traditionally
551-479 BCE) himself is the ' Shijing or Book of Songs, consisting of over three
hundred poems thought to have been sung to music; in Japan, the Man'yoshu
consists of over 4,500 poems dating from before 760 BCE; and in Korea,
some of the oldest texts (from the Common Era) are also poetry.
Written texts in East Asia have always exercised a fascination for the
people of those countries: Chinese writing requires many years of diligent
study, and educational systems were structured to meet the challenge. The
writing of poetry and prose in ancient forms persists, along with literary
Chinese, to the present, together with the practice of reading the most an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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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s - for much of their dynastic history, China and Korea insisted that
members of their ruling elites be well versed in ancient Chinese Confucian
texts and in writing poetry in ancient styles and forms.
Each country, of course, had its distinctive individuality in belief systems
and literature, but the commonalities are undeniable, and the presence of
written Chinese in all of East Asia provided a consistency of textual
expression. As we shall see, however, the sound of music is not the same
as a written text or musical instrument, and remarkable consistency of text
or artifact across the countries does not necessarily imply a corresponding
musical continuity.

General Musical Correspondences in East Asia
In all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concept of "music" is rather broader
than in the West: the chief term used for music, written with a Chinese
character, is now pronounced yue (Chinese), ak (Korean), or gaku (Japanese).
Although the meaning of this term changed somewhat over the centuries,
it generally has included not only the human-created, organized sounds
considered "music" in the West, but also dance, costume, some theater, and
even the texts presented in song. The main modem institution in Korea that
preserves traditional music and dance translates the word "ak" in its Korean
name quite broadly as "performing arts" in English. Similarly in Japan,
gagaku refers collectively to the music and dance of the imperial court, and

not to the narrow sense of court music as sound.
Music (in its broad East Asian sense) was not merely something to be
experienced for pleasure. In Confucian thinking, it had a considerable
didactic purpose as well -good, well-behaved music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morals and behavior of the listeners, and indeed if ruler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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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 that only good music was heard in government rituals, thi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ntire populace. In Confucian writings, "music" is
typically paired with "rites," that is, the physical demonstration of good
social behavior (etiquette), and many treatises examine the proper
inter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rites. An extensive Chinese music
theory, exported and widely used in Korea and Japan, was known by all
educated persons, whether or not they performed or even appreciated music
- in the many musical treatises, notation of actual music is almost always
absent, despite the existence of adequate systems of notation.
As in many other countries worldwide, religious texts were presented
through music in, for example, Daoism, shamanism, Shinto, and Buddhism.
Perhaps surprising from the Western standpoint, however, is that music
sound per se usually was not considered to have emotive or moral value;
that power lay entirely with the texts being set. What appears in original
documents to literally mean "compose new music" often meant to set new
words to existing music.
Musical matters could affect the entire state. For example, the system of
measurements from the Chinese Han dynasty onward, and by extension in
Korea and Japan, was directly dependent on the basic pitch of the court
music systems. The length of the pitch pipe that produced the fundamental
pitch determined, by a simple mathematical proportion, the basic unit of
length that in tum was the basis for all length measurements in the realm;
the volume of the pitch pipe, similarly, determined the basic units of volume
(Provine 2007). The fundamental pitch was related in theory to the emperor,
and it is not coincidental that the name of the pitch, "yellow bell,"relates
to the color "yellow" that symbolized the emperor.
In all three countries, official governmental institutions dealt with musical

matters at court and attempted to determine the practices and theory of
court music. The grandest of these was the Yuefu of the Chinese Han dynasty
(Loewe 1974), and similar institutions have existed in Korea and Japa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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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resen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 Korea claims descent from a seventh-century institution in the Silla period,
and the Japanese Imperial Household Agency continues a legacy of similar
age. In both Korea and Japan, some of the traditional rituals associated with
court music are recreated even today. The imperial music bureaus of China
disappeared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empire after the Qing dynasty,
but a roughly similar role is played today by national conservatories in
Beijing and Shanghai. The state rites of the emperor, however, have now
gone completely in China.
Musical instruments show some remarkable continuities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For example, the China pipa, Korean pip'a, and Japanese
biwa are clearly in origin the same instrument. A good number of musical

instruments from China and Korea, dated from about a millennium ago,
are preserved in the Sh6s6in repository in Nara, Japan. It must be
remembered, however, that the existence and similarity of physical
instruments does not necessarily imply a similarity of music sound.
In view of the high value placed on writing and the use of literary Chinese

in all three countries, it is not surprising that musical notations developed
rather early and have been in use in all of East Asia for many centuries.
The symbols for musical notation existed in China even before the Han
dynasty, though the earliest surviving examples of notated pieces of music
are considerably later, in the Tang dynasty. Chinese notation traveled to
Korea and Japan: the earliest surviving Korean notated documents are from
the mid-fifteenth century, and those in Japan from the eleventh and twelfth
centuries (though one remarkable biwa score dates from the eighth century).
In many cases, the Chinese notations are used with little alteration in the

other countries, and in other cases they are heavily altered or replaced
entirely by locally created notation systems.
Chinese documents also brought Chinese music theory into Korea and
Japan, where it was used in varying degrees of modification for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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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ies down to the present. Here the most significant point is not so much
that a Chinese theoretical system was applied to foreign music, but rather
that a theory of association rather than analysis was used throughout East
Asia. Instead of analyzing tonal structure by dividing it up into smaller,
more easily described constituents as in the West, East Asian music theory
proceeds by associating pitches, sounds, and musical behavior with other
concepts and objects. The chief (usually lowest) note of a pentatonic scale,
for example, is associated with the ruler, the earth, the color yellow, and
so on. In many manuals on playing the Chinese zither qin, the hand and
finger positions are described in terms of types of birds, waterfalls, clouds,
and many other aspects of nature. These associations could be taken very
seriously - in Korea, for example, court ritual music was not allowed to
conclude on any note other than the "ruler" note, to prevent disorder in
the corresponding social hierarchy.

Historical Musical Interact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4
Obvious evidence of musical interactions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is provided by modem musical instruments -

the various long zithers

clearly stem from common origins, even if details of construction differ, and
similarly clear connections may be found in the structure of wind and
percussion instruments. The historical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can be
traced in considerable detail in archaeological artifacts, historical documents,
and visual arts.
Recent discoveries of musical instruments (or small models of them) in
Chinese tombs of the Han and even earlier periods demonstrate the presence
of long zithers, flutes, gongs, tuned bells, mouth organs, and drums over

4

For a chronological outline of East Asian history, see th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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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millennia. Many depictions of musical and dance scenes on pottery
and clay models have been discovered, giving a varied picture of not only
the instruments themselves, but also the contexts of music in early Chinese
periods like Zhou and the Warring States. In particular, clay ocarinas (xun)
from about 6,000 years ago have been unearthed, along with other, but more
recent, sturdy musical instruments like sounding stones and bronze bells.
Modem descendents of all these instruments are still to be found all across
East Asia.

In the Common Era, tomb and cave paintings are especially revealing
about music and dance activities in many contexts. These paintings range
from straightforward depictions of scenes containing performing musicians
and dancers to fanciful representations of flying devas with musical
instruments in the case of Buddhist cave paintings. Sometimes the paintings
show enormous scenes filled with activities like dancing and singing to the
accompaniment of bells and stone chimes, great processions with musicians
on horseback, acrobats with accompanying musical ensemble, and so forth;
in many cases the patrons or audience of the event are also clearly portrayed.
Sometimes the paintings depict more restrained, private musical events that
might take place in a nobleman's house: a frequently recurring theme is
a group of four sitting musicians, playing on the zither qin, the four-string
lute pipa, a long vertical flute, and an hourglass-shaped double-headed drum.
The instrumentation of court and folk music across East Asia for many
centuries has remained remarkably similar to this essential group, as may
be seen for example in Japanese gagaku, Chinese silk-and-bamboo music
(sizhu), and Korean court music.

Tomb paintings and tomb artifacts in Korea and Japan have not been so
musically revealing as those for China, but they do often testify to musical
interac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omb paintings from the Koguryoperiod
(roughly fifth to seventh centuries) include the flying devas and groups of
four sitting musicians found in China. Either the tombs reveal the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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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tinese living in the Korean peninsula or a Koguryo imitation of Otinese
burial customs; in either case, it is clear that interactions between the early
states were taking place.
In Japan, the most revealing information about early music comes from
the abundant archaeological artifacts such as stone whistles, rattles, and
string instruments. There are clay ocarinas called ken, resembling the Otinese

xun. From the Yayoi period (beginning in the third century BCE) there are
also bronze bells (dotaku) that closely resemble some types of bells in China,
along with long zithers that belong to the same family as the Chinese ones.
It is important not to assume that the peoples of East Asia interacted with

each other but remained independent of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early
centuries of the Common Era. Contacts and trade between the East Asian
states and Asia Minor and India were maintained across a number of routes,
primarily the Silk Road across the Asian mainland and one partly by sea
from the Middle East to Southeast Asia and then upward by land (often
also referred to as a silk road). In Korea, for example, there is clear evidence
of materials from the Middle East, such as glass vessels that could only have
been made there. Wall paintings in Buddhist caves in the area of Dunhuang
(now in western Gansu province in China) show numerous musical
instruments in the hands of flying devas, similar in nature to tomb paintings
found in eastern China and Korea. A great many documents from as early
as the Han dynasty have also been found in Dunhuang caves, including
the earliest known tablature notations for the four-string lute pipa.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body of scholarship on the musical effects
of the Silk Road.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receptivity of the East Asian countries
varied widely in different periods, but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most cosmopolitan period in Chinese imperial history occurred during the
Sui and Tang dynasties (581-907). During this time, not only musical
instruments themselves, but also performing ensembles of mu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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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ed over the Silk Road to China, where they performed at court and
were described in some detail by Chinese historians. Music of India,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s well as music from Korea and Japan, were
represented in the Chinese capital and had far-reaching effects on court
music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Korea and Japan. Much of Japanese
court music, gagaku, was imported from China during the Tang dynasty,
and it is worth noting that even though this music became the official and
serious music associated with formal court ceremonies, much of it was
originally of a much more popular and international nature back in China.
Although written documents suggest that Korea also received musical
influence from China at this time, there are virtually no remnants surviving
in modem Korean musical culture.
The point about the importation of gagaku, however, reminds us to be
cautious in describing musical correspondences between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not to jump to wrong conclusions based on what seems
obvious at a superficial level. In a number of musical genres, it would appear
that there is an obvious connection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that
stems from common developments, when in fact the traditions are now
mostly distinct. For example, the same two Chinese characters are used to
write Chinese yayue, Korean aak, and Japanese gagaku, suggesting an obvious
connection. The term yayue has been in use in China since the time of
Confucius, generally referring to court music of a ritual nature, but its
repertory and style changed considerably across history. As indicated above,
the music that Japan imported from China and molded into gagaku was
entirely independent of Chinese yayue, deriving instead from more popular
and international genres; the term gagaku refers broadly to various sorts of
music and dance performed at court. The music called aak in Korea refers
to a single genre of court ritual music, used in traditional times only in
a few ceremonies, most of them state sacrificial rites modeled on Chinese
precedents; the melodies of the Korean aak music descend ultimatel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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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style of Chinese yayue that was used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Song dynasty), but its current performing style, of course, is distinctively
Korean. In modern times, yayue has become obsolete in China -

the last

music played under this title was in the Qing dynasty and for a short time
thereafter, and it was in a late Qing style. One looks in vain for meaningful
correspondences between the modern performing styles of aak and gagaku,
though clearly much can be learned from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se
genres in connection to Chinese music.
After the development of Neo-Confucian philosophy, especially in the
Song dynasty, Chinese governments were less receptive to international
music, since the new philosophy taught that foreign, non-Chinese (that is,
non-Confucian) music was essentially barbaric and evil, lacking the
educational and behavioral benefits of proper music. Although trade and
travel continued over the Silk Road, musical interactions between East Asia
and the West became considerably less frequent. Neo-Confucianism also
eventually became the dominant philosophy in Korea after the fifteenth
century, permeating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social life, and it also
achieved considerable intellectual currency under official patronage in Edo
Japan (1600-1868). In each case, "foreign" was locally defined and led,
officially, to increasing musical isolation.
Written documents tell us a great deal about the musical interactions
between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twenty-five Chinese "official histories"
are an enormous repository of data on Chinese history, sometimes providing
a nearly day-to-day account of events during a dynasty, and they also
contain descriptions of music (as an important aspect of Confucian
government) and foreign countries. We learn, for example, of the
international performing groups at the Sui and Tang courts and, from the
Chinese standpoint, some things about musical practices in neighboring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History as an Essential Concept in East Asian Music

15

The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are almost all written from a Confucian
standpoint, which is to say that they respect the past highly and demonstrate
that respect by verbatim reproduction of and commentary on large passages
from earlier documents. A description of music in a later Chinese dynasty
is likely to be couched largely in terms of ancient prescriptions and the
current fulfillment of those prescriptions. For example, the structure of
musical scales and modes was a constant topic of discussion in musical
documents, and generally passages describing modes were quoted from the
Confucian classic text, Zhouli (Rites of Zhou), of about the third century BCE,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current modal practices. The implication, of
course, is that current practices are justified by the ancient texts, in true
Confucian style.
The Confucian classical texts are like many religious texts such as the
Qu'ran and Bible in that their meanings are not always clear and require

re-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oncerns and contexts of later ages; indeed
their very longevity is a function of their receptivity to constant
reinterpretation. Neo-Confucianism, for example, relies heavily on fresh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 texts, and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Neo-Confucianism were important for discussion, further interpretation, and
integration into governmental and social systems in all of East Asia. There
is an enormous tradition of scholarly commentary on the classic texts, with
distinctive strands in China, Korea, and Japan. Not only the original texts
themselves, but earlier commentaries are given further commentary and
interpretation.
A particularly influential Chinese text on music was Chen Yang's Yueshu
(Book on Music), a large treatise written at the beginning of the twelfth
century. While Chen covers a wide range of musical topics, over half of
the work is devoted to commentary on musical passages in the Confucian
classical texts. He also examines the instrumentation of performing
ensembles as used in the Song and various earlier dynastie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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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ing (and giving drawings of) a great number of musical instruments
from all over the known world. Chen's book was much used in Korea by
scholars and ministers establishing musical practices there, and it was also
imported to Japan and reprinted there as an essential source on ancient
musical practices.
The earliest documents with musical information are the Chinese ones,
with informative materials going back at least as far as the Book of Songs
(Zhou dynasty). In Japan the earliest historical documents with musical
information are the Kojiki (Records of Ancient Matters) of 712 CE and the

Nihon shoki (Chronicles of Japan) of 720, and there are numerous treatises
and musical notations from the eleventh century onward. In Korea, the
earliest document with musical information is the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of 1145, but quoting from earlier works to describe
the history of Paekche, Koguryo, and Silla; the next useful documents are
not until the fifteenth century, from when there remain a number of detailed
works dealing with music. Some of the Japanese sources indicate that
musicians from Korea (Paekche) and China came to Japan to teach music,
and they also describe the travels of Japanese monks and others into the
Asian mainland.

Musical Instruments
The resources of musical instruments in all are as of East Asia are richly
varied and highly developed. The main categories of instruments are strings
(plucked with fingers or plectra, or bowed), winds (chiefly vertical or
horizontal flutes), and percussion (stretched-skin drums, plus numerous
other resonant materials). A Chinese classification scheme for musical
instruments, dating back to the earliest Confucian classical texts, is the ba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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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eight sonorous materials: metal, stone, silk, bamboo, gourd, earth, skin,
and wood. Bronze bells, for example, belonged to the metal category, string
instruments to the silk category, and most flutes to the bamboo category.
Instruments that used more than one sonorous material in construction were
assigned to a primary category, so that a long, silk-string zither with a
wooden sounding box and played with a wooden plectrum, would still be
assigned to the silk category. The bayin set of categories was borrowed by
Korea and Japan, and even some recent writings in Korea still employ this
ancient classification scheme.
A particularly important collection of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s may
be found in the Sh6s6in in Nara, Japan. This imperial treasury contains
instruments dating as early as the dedication of the great Buddha at the
T6daiji temple in 752, and a good number of the instruments were brought
in from Korea, China, and even greater distances. The close resemblance
of some of these instruments to their modern descendents is testimony to
a remarkably conservative process of instrument design and construction,
though this does not necessarily imply a correspondingly conservative
preservation of musical performing styles.

Pip a, pip'a, and biwa

The Sh6s6in collection includes four- and five-string lutes known in Japan
as biwa. This type of pear-shaped lute evidently traveled to Japan from Iran,
leaving similar instruments along the route in what is now Afghanistan,
Turkistan, China, and Korea. In most physical respects, the Chinese pipa and
Korean pip'a are the same instrument as the biwa, and indeed all three names
are written with the same two Chinese characters. In all cases, the
instruments are played either with plectra or with long fingernails (or finger
p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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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iest surviving instruments of this type are the ones preserved in
Japan, and the later Japanese biwa show comparatively little change from
these early exemplars. In Otina, on the other hand, substantial development
of the instrument has taken place, including the addition of many frets; the
Korean instruments represent a middle ground of development and reflect
an earlier, probably Song, stage of Chinese construction. While there are
clearly similarities of instrumental design and construction, there came to
be considerable differences of musical practice in the three countries.
In China, the pipa was associated originally with foreign musicians and

later with traveling entertainers, so that from a Confucian standpoint it was
an instrument of low standing. Not part of the formal yayue ensembles, it
developed mainly · as an amateur instrument. Judging from surviving
figurines and wall paintings, the pipa was originally played in a horizontal
position, either by a sitting musician or by a performer on horseback; later,
as at present, the instrument came to be played in a vertical position, with
the tuning pegs at the top. Over many centuries of development, the
repertory of the pipa became focused on three main areas: story-telling, in
which the performer sings a narrative while playing the instrument; chamber
music, where the pipa is one of several string instruments (as in the genre

sizhu, described in the next section below); and a solo repertory, where the
pipa is used as a highly virtuosic instrument in programmatic pieces.
The modem Chinese performing technique involves using either finger
picks or long fingernails, and because the sound of the plucked strings
decays very rapidly, a standard technique is the rapid, multi-finger repetition
of a pitch in order to sustain its sound.

In Japan, the pipa, that is biwa, was part of the gagaku court music
ensembles. Since what had been a relatively popular form of music back
in China was elevated to formal court music status in Japan, the biwa enjoyed

a higher status and continued to be played in the original Otinese horizontal
position. It is still to be found in gagaku ensembles, played with a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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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ctrum and giving brief formulaic phrases. The instrument retains much
of its original structure, without the addition of extra frets. Still, the main
use in Japan today reflects the original Chinese narrative purposes and is
often associated with blind performers: moso biwa, an ancient narrative biwa
genre associated with priests; Heike biwa, descended from twelfth-century
music, retells the stories of the Heike monogatari about events of that time;
and satsuma biwa and chikuzen biwa, developments of the moso biwa tradition
that tell a wide range of stories and that are now the most common uses
of the biwa. In gagaku and Heike biwa, the instrument is normally held
horizontally, and in the other forms it may be held in a nearly vertical
position.
The Japanese performing techniques always use a large plectrum, though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plectrum shape; the rapid repetition
of notes now characteristic of Chinese solo performing technique are
completely absent from all the Japanese biwa genres.
In Korea, the pip'a was one of three main string instruments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668-935). There were both four-string (Tang pip'a, i.e.,
"Chinese" pip'a) and five-string (hyang pip'a, i.e., "native" pip'a) versions of
the instrument, and this distinction persisted well into the Choson dynasty
(1392-1910). Sources on the uses of the pip'a in Unified Silla are not very
informative, as is also the case for the Koryo dynasty. In the early Choson
period, the pip'a was rejected as a possible instrument for court ritual music,

aak, because of its non-Chinese foreign associations. Instead, it was played
in court banquet and celebratory music of both Chinese and Korean origin,
and it seems to have had little life outside the court or in any narrative
traditions. Both forms of the instrument used extra frets on the sound board
- more than the biwa and fewer than the modem pipa. By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pip'a had only a marginal survival, and it became entirely
obsolete around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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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khak kwebom(Guide to the Study of Music), a Korean
treatise of 1493, the tang pip'a was played with either a plectrum or finger
picks, and the hyang pip'a used a pencil-shaped stick like the kOmun'go zither
(see long zithers below). Interestingly, the commentary on the pip'a in the
treatise includes a good deal of information on its history - symbolism of
its shape, its association with foreigners, and its use in the Tang dynasty.
Clearly this reflects the reasons why the pip 'a was not employed in the
Korean aak ensemble, and it demonstrates the historical awareness and
sensitivity that are the theme of this essay.
In sum, the pipa, biwa, and pip 'a show how a single type of instrument
arrived in China from countries to the west and was subsequently exported
to Korea and Japan. While the modem descendents of those early
instruments retain many clearly recognizabl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instruments, the performing techniques, status, and repertories in
the three countries have become widely varied -

the presence of closely

related instruments does not necessarily imply any substantial musical
relationship. Given that Japan's gagaku has remained continuously in the
tradition since its arrival from China, a case could be made that the oldest
surviving performing style on the instrument is to be found in Japan, but
that would minimize the considerable development of performance
technique and style that has taken place within Japan over more than a
millennium.

Long Zithers
The existence of long zithers, string instruments with long silk strings
stretched lengthwise across long, gently curved planks of wood, is well
attested in early China: the earliest Confucian texts contain references and
descriptions, excavations of Han dynasty tombs have produced a number
of surviving instruments and small-scale models, and tomb paintings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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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ruments being played. The most important of the early Chinese
zithers is the qin (nowadays often called guqin, or "ancient" qin), is
traditionally said to have originally had five strings, associated with the five
elements (water, fire, wood, metal, and earth), to which two strings (related
to the military and civil bifurcation of Confucian governmental hierarchy)
were later added. A similar long zither, se, was distinguished primarily by
having a much larger number of strings, generally twenty-five, and movable
V-shaped bridges for the strings. Another ancient, but perhaps somewhat
later zither is the zheng, now the most popular long zither in Chinese
communities worldwide, generally with fifteen to twenty-one strings, each
strung between a mounting bridge and individual, movable V-shaped
bridges.
The original source of this instrumental design is still a matter of scholarly
contention, but one theory is that bamboo zithers using thin strips of bamboo
raised from the tubular bamboo body, still in use today in some areas of
Southeast Asia, could have provided the fundamental concept. It is
suggestive that the character used for writing the name zheng contains a
bamboo element, but this sort of etymological guesswork is fraught with
danger.
The main Korean long zithers are the six-string, fretted k6mun'go, played
with a pencil-shaped wooden plectrum; the kayagum, a twelve-string zither
plucked by the bare fingers; and the ajaeng, a seven- or eight-string zither
bowed with a stick of wood. All use individual string bridges resembling
the V-shape ones in China, but generally of greater height. In the earliest
Korean historical document, the Samguk sagi (1145), origin myths for the

k6mun'go and kayagum are recounted, and both indicate that these
instruments were modeled upon the Chinese qin, but modified for
performance of Korean music. The ajaeng's background may be traced in
works like the early twelfth-century Chinese treatise Yueshu, which shows
that a similar instrument was played in Tang China (though it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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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ly extinct in China, exceptin the Korean minority area); the
fifteenth-century Korean treatise AkMk kwebOm quotes the Yueshu to establish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ajaeng. During the Koryo and Choson
dynasties, the Chinese qin (Korean kum) and se (Korean sUi) were imported
from China and also constructed in Korea for use in the court ritual music

aak, but this was always a marginal tradition at best; it is surprising,
therefore, that through a series of fortuitous developments, these two
Chinese instruments are still in use in Korea today in performances of aak.
Once again,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status of all these instruments is
emphasized in the documentary sources - whether factual or mythical, the
heritage of the instruments is paramount in their reputation.
In Japan, too, long zithers have been important instruments for many

centuries: the word koto refers generically to long zithers as well as to the
specific, most popular form, a thirteen-string instrument with movable
bridges. The name koto may be written either with the same Chinese
character as zheng or that for qin. Long zithers from China, Korea, and Japan
are preserved in the Shosoin repository, and these testify, as in the case
of the biwa, to the long presence and conservative preservation of the design
of these instruments. Two important forms of the koto are the relatively small

gaku-so, used in gagaku, and the now standard large instrument generally
called koto.
The close physical similarity of all these East Asian long zithers in general,
and of the zheng, kayagum, and koto in particular is compelling evidence for
theirgenetic relationship. A number of scholars, particularly the Japanese
Hayashi Kenzo, have attempted to establish the precise connections between
the various long zithers, based on excavated artifacts, tomb wall paintings,
and documentary evidence, though without conclusive results. The tall frets
of the komun'go, clearly shown in several tomb paintings of the Koguryo
period, are nearly unique amongst East Asian long zither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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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strong structural and historical connection between the East
Asian long zithers, their modem performance practices, status, and
repertories are rather distinct. The Chinese zheng has come to have metal
strings and its repertory contains frequent glissandos across multiple strings,
the player using finger picks. The zheng is mainly used as a solo instrument
with a large and growing repertory of music, much of it programmatic in
content; it also appears in chamber music such as sizhu (to be described
in the following section). The Korean kayagum, by contrast, still uses the
softer-sounding strings (though generally made now of nylon rather than
silk), lacks glissandi, and is played with a rich vocabulary of ornaments made
possible by the high movable bridges of the instrument; it is plucked with
the fleshy part of the fingers, or by outward flick of the fingernail. The

kayagum is used in an important virtuoso solo genre, sanjo, as well as in
accompaniment to highly refined vocal music and in numerous instrumental
ensemble pieces in the court repertory. The Japanese koto also retains the
soft-sounding strings, but finger picks contribute a penetrating attack to the
plucked notes; glissandi are present as special techniques, and a generous
collection of ornaments is also present. It appearsin gagaku, and more widely
in chamber music of both vocal and instrumental types.

Bamboo flutes
Bamboo flutes occur in just about every possible variety in East Asia:
vertically-blown notched flutes, vertical fipple flutes, horizontal flutes with
a blow-hole, with few or many finger holes, and so forth. Historical
documents on music contain descriptions and drawings of many such flutes,
and it is clear the flutes were used in both formal court music and popular
forms, as well as simply being used silently as a dance prop to symbolize

5

The Thai jakheh zither also has such high f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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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matters (as distinct from the drums and gongs of military matters).
Chen Yang's twelfth-century treatise Yueshu lists dozens of flutes for ritual,
foreign, and popular music; the 1493 Korean Akhak kwebOm gives
descriptions, drawings, and fingering charts for about ten, for both
Chinese-style ritual music (aak) and native music.
Probably the most popular horizontal flute in China in recent times has
been the dizi ("flute"), which comes in a variety of sizes. Usually with six
finger-holes for pitch change and three more holes for the sound to escape,
a special feature of the dizi is a membrane-covered hole (mirliton) between
the blowhole and the six finger-holes. The membrane-covered hole
contributes a buzzing effect to high or loud notes. The dizi's repertory
includes chamber ensemble music, sizhu, as well as sparkling, virtuosic solo
music with or without accompaniment. Music imitating nature, especially
birdsong, is particularly popular, and it recalls Chinese music theory's
associative nature.
In Korea, the flute corresponding to the dizi is the taegum ("large flute"),
a large horizontal flute with six finger-holes, a membrane hole, and two
sound-escape holes. All the holes are large compared to the dizi, and the
buzzing effects of the mirliton can be more pronounced, reflecting the more
obviously dynamic and rough sound of the taegum compared to the dizi.
The taegum is too large to be played with the speed often characteristic of

dizi music, but the instability of the large holes and mirliton can be
manipulated for use in expressive ornamentation. The taegum is carefully
described in the 1493 Akhak kwebOm, complete with fingering charts, and
the treatise also relates a history of the taegum as one of three main wind
instruments of the (Korean) Three Kingdoms period. The taegum is played
in non-ritual court music, as well as in various forms of folk music.
Japan also has a huge variety of bamboo flutes in its instrumental arsenal,
some more clearly related to Chinese forerunners and others much
developed in Japan. As an example, the ryuteki {"dragon flute", where te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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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same character as the Chinese di), used in gagaku, corresponds in a
number of ways to the dizi and taegum: it is played horizontally, and it has
seven finger holes plus the blow hole. It does not, however, have a rnirliton.
Also, while the dizi and taegum both display clearly the bamboo from which
they are made, with only a few bindings to prevent cracking, the ryuteki
is heavily lacquered and tightly bound almost everywhere except on the
playing holes. The repertory for the ryuteki is severely circumscribed, being
limited to T6gaku, that is, gagaku of Chinese origin, where it plays the main
melody in conjunction with a double-reed pipe called hichiriki.
Not surprisingly, there is a strong sense of history surrounding these three
flutes: the dizi is felt to be the latest, best, and most versatile descendent
of the vast number of flutes, both native and foreign, that have been used
across many centuries of Chinese musical history; the character for di,
meaning flute, has been in use since the early stages of Chinese writing,
and this continuity of writing carries with it at least a suggestion of musical
instrument continuity. The gentle buzzing sound of the dizi with birdlike
qualities, together with a ready virtuosity and brilliance, identifies to the
Chinese a tradition of long standing.
Similarly, the taegum in Korea immediately identifies itself as one of the
oldest native instruments, and it is held in great esteem. In Japan, the

ryuteki's historical significance is emphasized by the limitations on its use
- only in one category of gagaku, since that is its historical heritage.

Double-reed pipes
Another large and important category of wind instruments is the
double-reed pipes, in which two thin slivers of bamboo vibrate against each
other. There are clear relations here with some instruments from India and
the Middle East, such as the Indian shehnai. For our purposes here, w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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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at three related instruments: the Otinese bili, Korean p'iri, and Japanese

hichiriki, which share closely related names.
As with so many other musical instruments, the bili is illustrated and
described at some length by the twelfth-century Chen Yang. In his day, it
had a small cylindrical body, five to seven finger-holes, and a large
double-reed. Chen categorizes the bili as a "foreign" instrument, specifically
as one having originated in Central Asia and being present in various forms
in China during the cosmopolitan Tang period; he even says that foreigners
used to use the bili to frighten Chinese horses. In recent times, the bili has
also been called guan, and it generally has eight finger-holes, one of which
is on the back of the instrument and played by the thumb. At times in the
past, the bili was played in court music, but given the ease of making at
least a rough form of this instrument, it has found its way into various
regional theatrical forms and other popular genres.
The Korean p'iri, whose physical description corresponds to that of the

bili, is well described in the 1493 Akhak kwebOm and survives to the present
in three forms: the hyang p'iri ("native" p'irt) used in a variety of court and
folk genres, the tang p'iri ("Chinese" p'iri) used in certain pieces of court
ensemble music, and the se p'iri("thin" p'iri) used in the accompanying
ensemble for traditional lyric vocal music called kagok. It is known that the
Chinese emperor sent a number of bili as a gift to the Korean king in 1114,
and the Akhak kwebOm quotes a descriptive passage about the instrument
from Chen Yang's treatise, clearly establishing its provenance and historical
legacy. The p'iri is a widely popular traditional instrument in modem Korea,
appearing in many genres from court ensemble music to rural shamanistic
ritual music, where the instrument may be much simplified.
As was the case with the ryuteki, the modem Japanese hichiriki has an
important, but rather limited role: it is found only in gagaku, often paired
in Togaku with the ryuteki. Also like the ryuteki, it is heavily lacquered and
bound everywhere except on the finger-holes. The hichiriki appears from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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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ime in historical Japanese literature, where it is endowed with spiritual
qualities, and it is recognized as being of Chinese origin. Unlike the bili and
p'iri, the modem hichiriki has nine finger-holes, two of them on the back

of the instrument. The hichiriki, like many other gagaku instruments,
immediately conjures up for Japanese a vision of the historical past; in films
about ancient courts, both Japanese and Chinese, gagaku music with the
hichiriki at its lead is therefore often the background music of choice.

Conclusions
The historical interconnections of numerous musical instruments in China,
Korea, and Japan is undeniable, and documentary sources typically make
a strong point of the historical relationships. The fact that documents were
written in literary Chinese in all three countries offers further evidence in
the correspondence of instrument names, clearly shown in the identity of
the Chinese characters, even if the modem pronunciation of the names (as
in hichiriki and p'iri) has diverged considerably. Three conclusions emerge
strongly from an investigation of musical instruments: first, that the music
played on the various forms of the same instrument, as well as the genres
in which they are used, have diverged greatly over the centuries, so that,
for example, the musical roles of the bili and the p'iri are now very distinct,
even though we have documentary evidence that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Chinese musicians came to teach Koreans how to play the instrument;
second, performing techniques have similarly diverged and the instruments
have been modified over the centuries, so that general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ular culture can be effectively reflected on the instrument; and
third, that despite the changes of technique, repertory, and construction, a
strong historical sense of interconnection remains as an essential aspect of
the musical culture in all thre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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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Genres of Music
The number of genres of performing arts in East Asia is, of course, vast,
and far beyond the scope of even a large volume devoted solely to East
Asia. The range of musical styles is also large, and the stylistic dispariti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even genres within one country are
considerable. In this short essay, we can do little more than look at a few
representative examples of musical genres and demonstrate how historical
sensitivities pervade them.

Court ensemble music: yayue, aak, and gagaku:
Confucius described music that was educational, beneficial, and reflective
of a well-ordered society as yayue, "proper music." Ever since his time, court
music used for various ritual and ceremonial purposes in China has been
categorized as yayue, and until the end of dynastic China there was a
continuous attempt to maintain the presence of yayue. On grounds that the
fall of a dynasty means that its yayue must have been or become in some
way inadequate, each successive dynasty in China attempted musical
restoration of correct yayue that would once again display the characteristics
described by Confucius; in typically Confucian fashion, the restorations were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and reinterpretations of ancient Confucian
classic texts. Inevitably, every attempt was doomed to eventual failure and
replacement by another restoration in a new dynasty.
The standard histories of the Chinese dynasties generally contain extensive
information on the musical life of the dynasties, including the restorations
of yayue. These histories, each written by historians in the succeeding dynasty
based on surviving materials like court diaries and offici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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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each new dynasty with information on reforms of yayue that had
taken place in the past and that had, in due course, been proven inadequate.
Phrases like "the genuine ancient music is lost" occur frequently.
Restorations of yayue involved a wide range of considerations: scales,
modes, tuning systems, calculation of a fundamental pitch (with implications
for measurement systems), instruments and instrumentation, costumes,
melodies, rhythms, hymn texts for ritual purposes, and so forth. Of these,
setting the fundamental pitch was probably the most essential task, since
it had to be the precursor to most of the others. Historically, the best attested
method for setting the fundamental pitch was to line up grains of a certain
kind of millet, with a particular number of grains establishing the length,
and hence the pitch, of the pitch pipe for the fundamental pitch; from that,
pipes for the other pitches in the tonal system could be constructed by a
circle-of-fifths method.
It should be obvious that the history of yayue brings with it an intentional

cycle of modification of musical characteristics, and indeed the history of

yayue is one of enormous variety, so that the continuity is one of concept
rather than one of similarity. Yayue of the Han dynasty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an~

or that of Song or Ming. From the Song dynasty onward,

notated versions of yayue pieces survive, along with extensive theoretical
treatises, and it is possible to give a reasonably well-informed description
of each dynasty's court music. Nevertheless, the demise of the Qing dynasty
in the twentieth century brought with it the end of this extraordinarily
long-lived tradition of cyclically-revived ritual music.
Some elements of obvious continuity did survive many of the dynastic
re-inventions of yayue. For example, in almost all versions of yayue, large
sets of tuned bronze bells (bianzhong) and tuned stone chimes (bianqing) were
important members of the performing ensembles. These instruments,
consisting of rows of individual bells and chimes suspended in a frame,
were lined up around the outer perimeter of the performing ensembles.

30

Rece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in China have unearthed huge sets of such
instruments, confirming their presence in the Han dynasty and earlier. Also,
sets of bells and chimes from all periods of history are now proudly
displayed in numerous Chinese museums.
One of the more unusual renovations of yayue occurred in the reign of
emperor Huizong of Song (reigned 1100-1125). Instead of lining up grains
of millet, the emperor's ministers took measurements of three of Huizong's
fingers and used their sum as the length of the fundamental pitch pipe,
citing ancient sources about the use of body parts for purposes of
measurement. On the basis of this unusual process, a new fundamental pitch
and subsequently new musical instruments were created; mammoth musical
ensembles involving hundreds of performers were also assembled. In 1127,
a foreign invasion destroyed many musical instruments and much else that
Huizong and his ministers had created in the musical realm, so that this
peculiar reform of yayue lasted only about a quarter century out of the
two-millennia history of yayue.
Nevertheless, it was this particular, odd moment in the history of Chinese

yayue that gave rise to Korean aak, a musical tradition still practiced today
in Seoul. In 1116, emperor Huizong gave sets of musical instruments to
Korea and apparently sent musicians to teach the Koreans how to play yayue

(aak in the Korean pronunciation). Instrument copies based on a set of bells
and a set of chimes from that original gift are still played today. The music
played in Korea is taken from a set of notated Chinese yayue melodies, some
of them from Song times, in a book dated 1349.
When the Korean Koryo dynasty gave way to Choson in 1392, the
Confucian process of musical reform again took place. There was extensive
research into Chinese musical documents and into the musical practices of
the contemporary Ming dynasty, and in the end the Koreans based their
own reform largely on Chinese documents of the Song period, retaining the
fundamental pitch of the Song tuned bells, but making many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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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ation and limiting use of the music to a few state rites. Despite
centuries of gradual change, destructive invasions, and the twentieth-century
disappearance of the royal system in Korea, it is essentially this reformed

aak of the fifteenth century that is still played in Korea today.
As already suggested above in the section on historical interactions, the
background of Japanese gagaku, written with the same two Chinese
characters as yayue and aak,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aak. While aak came
from a specific type of formal, ritual yayue of the early twelfth century, gagaku
has its origins in dance, banquet, and other entertainment music played in
the Chinese capital in the cosmopolitan Sui and Tang dynasties. Even today,

gagaku music is categorized according to its presumed ultimate origins:
China for T6gaku, Korea for Komagaku, and India and Central Asia for
Rinyligaku.

Gagaku instrumentation also retains the more popular

instruments like the biwa (pipa) that were used in Tang entertainment music,
but not in the formal yayue there are no sets of tuned bells and chimes.
Once in Japan, the music became elevated to formal court purposes and
used in a much wider range of contexts than was to be the case for aak
in Korea in later centuries.
In the 1960s, there was a revival of yayue for performance at the Shrine

of Confucius in Taiwan, and the revival was remarkably parallel to that in
Korea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renovation of instruments, taking
notated melodies from historical sources, creation of performance practices
in keeping with historical descriptions, and so forth. The result bore some
resemblance to Korean aak, but also many differences. While the Korean
renovation had been based mainly on documents from Song, the Taiwan
one was based on the later Ming, for which surviving instruments could
be used as models and for which there were extensive sources of notated
melodies. The Korean (Song-dynasty) music is heptatonic, while that in
Taiwan (Ming-dynasty) is penta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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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yue, aak, and gagaku, despite the identity of their names and their
perceived function as court music, have many differences. Not least is the
fact that Chinese yayue was often reformed radically, while Korean aak
underwent only one major renovation, and Japanese gagaku has been
retained in performing tradition with constant development and adaptation.
While aak relates to a specific, short-lived type of Song-dynasty yayue, it is
distinct from most yayue across the history of Chinese music; gagaku, on the
other hand, does not derive from yayue at all, though it shares the name.
All three forms of music, however, share in a strong sense of history, and
the listener's experience in East Asia is strongly shaped by the sense of
history. Although Chinese yayue is almost not to be heard any longer,
instruments preserved in museums in China and frequently displayed in
books keep the feeling of history alive; excavated sets of bells are now used
in new compositions, with a strong awareness of their legacy. Korean aak
and Japanese gagaku both survive in performance, and for their listeners they
are the embodiment of antiquity.
Since most traces of the imperial court culture and its traditions have been
purposely removed in China, there is little or no court ensemble music still
to be heard there today. In Korea, the aak repertory itself is now extremely
small (only two short melodies), but there is an extensive collection of court
ensemble music, most of which is considered to be Korean in origin; these
pieces were originally played in court banquets and other ceremonies, and
they are kept alive by the musicians of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 Seoul. In Japan, the gagaku genre covers much
of the court repertory, thus subsuming what in Korea is in separate
categories. Japan also has court ensemble music called kagura associated with
the Shinto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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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al music: sizhu, sanjo, and shakuhachi
When we move from court music to less formal genres such as
instrumental music played mainly for private purposes rather than court
function,

the

documentary

historical

sources

become

very

few.

Confucianism, which held sway over much literary activity across East Asia,
disdained music that lacked clear educational and ceremonial benefit, and
popular or folk forms were therefore rarely of concern for writers of official
histories and chronicles. The music itself was transmitted mainly through
oral traditions, while yayue, aak, and gagaku all had notations used as an
aid in the transmission process. Nevertheless, a sense of history pervades
these less formal types of music, just as it does the court music.

Sizhu ("silk and bamboo") is the generic term for a variety of types of
instrumental ensemble music found in numerous regional forms throughout
China. The ensembles usually consist of gentle winds, strings (both plucked
and bowed), and percussion, and generally they are to be found in the
context of music clubs, tearooms, and festivals at temples. Transmission of
the music is typically by oral means, though in recent times sizhu has been
taken up at conservatories, where notation is used.
History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sizhu. Not only is there the usual
historical awareness of background and legacy that we have already seen
in connection with other genres, but also the structure of the music itself
is historically derived. The pieces played by the various regional sizhu
ensembles are often recognizably interrelated and similarly named, and
many pieces are clearly variants of basic tunes; the variant pieces, in other
words, are historical developments of the basic pieces, and this fac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discourse within sizhu groups. Some of the names of
basic pieces, such as Lao Liuban (" old eight beats"), themselves reflect the
recognized historical order of the pieces. The historicity of the sizhu pieces
is part of a larger technical aspect of Chinese music -

the exist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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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f sets of stock melodies, called qupai, from which various genres
(theatrical forms, sizhu, etc.) draw their basic materials. In Chinese music,
creativity is often measured by freshness of variation of existing musical
materials rather than by creation of entirely new materials.
In Korea, an important instrumental form is sanjo, in which a solo melodic

instrument performs an extended, increasingly fast progressive musical form
in several rhythmic patterns, to the accompaniment of an hourglass drum,

changgo. Some of the most widely appreciated sanjo instruments are the
twelve-stringed

kayagum,

the

six-stringed

komun'go,

the

seven-

or

eight-stringed ajaeng, the two-stringed fiddle haegum, the double-reed pipe

p'iri, and the large horizontal flute taegum. Typically a performance begins
with a short free-rhythmed passage played by the melodic instrument alone,
and continues with a progression through four or five increasingly rapid
rhythmic patterns supported by drum accompaniment.

Sanjo is considered to be a comparatively young genre, begun slightly more
than a century ago. Characteristically for Korean music, it is felt to have
a longer historical heritage, being derived from the older forms p'ansori
(narrative vocal music) and sinawi (improvised dance accompaniment for
shamanistic rites). Sanjo was, according to standard Korean scholarly
explanation, first played on the kayagum and subsequently extended to other
instruments. As great players arose, so their students established "schools"
of played that derived from the particular versions of sanjo played by those
early masters - sanjo is not improvised by the melodic instrument in the
sense of extemporaneous creation, but a performance is rather a selection
from memorized, ordered collections of melodic material. A teacher, in other
words, passes on to a student a memorized, teachable piece; the student
in tum introduces new melodic materials, new inflections, new ordering,
etc. in order to individualize the piece with a personal stamp, in the same
way that a p'ansori singer works to establish a fresh individuality within
a school of p'ansori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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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se of history in sanjo thus constitutes a near contradiction: the
attention of performers and audience alike is focused on both a) the player's
fidelity to and accurate rendering of the memorized material that they have
inherited from the school to which they belong, and b) the player's freshness
and individuality in performance. Connoisseurs recognize a carefully crafted
aesthetic balance between new and old, that is, between fresh individual
creativity and historical continuity.
Music for the Japanese vertical notched flute shakuhachi is similarly subject
to a sense of historicity and authenticity. Every player of shakuhachi must
learn a set of basic pieces (the honkyoku) composed or fixed by the great
player KurosawaKinko (1710-1771), and these provide the basis of standard
performing technique. As in sanjo, performance on shakuhachi split into a
number of recognizable "schools"with identifiable features, and players
normally belong to a single such school; the main schools recognized now
are Kinko (considered to derive directly from Kurosawa), Tozan (the largest
modem school), and Chikuho.
The shakuhachi comes with a considerable historical linkage: it came to
Japan from China at least as early as the eighth century, and in more recent
times it has been closely linked with Buddhist meditation, especially with
the Fuke Zen sect, even though it has been increasingly secularized since
the time of Kurosawa. Every student of shakuhachi knows and feels the
historical and meditative legacy attached to his instrument, even if it has
become in recent times more of a "musical instrument" than an agent of
meditation.
A student of shakuhachi learns, mainly through oral transmission but also
using an outline notation, the main repertory of memorized historical pieces,
to the extent that he can closely reproduce his master's playing. Only after
the essential techniques are mastered and internalized can a student indulge
in individual freedom, and even so there remains a reluctance to vi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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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ical tradition of performing the basic pieces beyond a limited
expansion of ornamentation.
The shakuhachi is often combined with a koto and shamisen (three-stringed
fretless lute) in a genre called sankyoku. The repertory includes both new
compositions for this combination and pieces derived from existing solo
pieces for koto or shamisen the historical derivation of the pieces is, of course,
well-known to the performers and audience. Interestingly, each instrument
has its own set of distinct "schools"of playing, but those various schools
can be combined in performance of sankyoku. Much of the sankyoku repertory
is considered exterior to the main shakuhachi repertory and is given the name

gaikyoku ("outside pieces"), so that the historical derivation and relationships
of the repertory are recognized and maintained in normal musical discourse.

Theatrical forms: Beijing "opera," p'ansori, and noh
A great variety of theatrical forms, most including music, have thrived
in most regions of China for centuries. An old, "classical" type of theater
called Kunqu still performed today derives from a genre popular in the Ming
dynasty. Toward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it was largely supplanted
in the public imagination by a number of regional theatrical forms, of which
one, the so-called Beijing "opera," became the favorite type in the capital
city Beijing, where it received support from the aristocracy and growing
middle classes. Scholars hesitate to call this form "opera," since music is
but one of many elements: heightened speech, acrobatics, costumes, role
types (including painted face roles, comic roles, etc.), but the name Beijing
opera remains the normal term.
The narrative content of theater, as distinct from the more abstract
instrumental music and court music, opens obvious connections with history,
and a great many of the plots of Beijing opera concern historical themes,
from antiquity through the many dynasties of imperial China. Whil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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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s are clearly mythological, many are also taken from real historical
situations, adapted for theatrical purposes. Typically, a Beijing opera plot
concerns aristocratic characters and espouses values arising from the
hierarchical Confucian code of conduct, as appropriate for an audience and
patronage consisting largely of ruling aristocracy, trained in the Confucian
tradition; the language used in the theater is highly educated and
old-fashioned, and the plots frequently contain allusions to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known only to the well-educated.
During the first few decad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ijing
opera underwent many changes under government control, precisely
because of what were felt to be excessively strong associations with those
aspects of history that the communist government was anxious to remove
from the present. There was nothing particularly wrong with the sound of
the music itself, apart from seeming old-fashioned, but the subjects of the
plays and the social values presented were extremely objectionable. Under
government control, new "revolutionary" Beijing operas were created, with
modem plots (such as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in the earlier twentieth
century, with peasants as heroes), contemporary language, and some
elements of more modern theater: there is considerably more costuming and
stage setting than in the traditional form, acrobatics are carried to
extraordinary heights, and Western musical instruments and styles are
added to the traditional ones. Recently there has been a return to the more
old-fashioned style of Beijing opera, but inevitably influences from the
modernization are retained as well.
The music of traditional Beijing opera includes a small percussion
ensemble with drums and gongs as well as melodic instruments that
accompany singing. The percussion ensemble gives cues and by accepted
convention can suggest circumstances in a way not entirely dissimilar to
Wagnerian leitmotifs. For the singing, the most important accompanying
instrument is a two-stringed fiddle, jinghu, that plays together with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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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lls in between vocal phrases. Structurally, there are arias in set melodic
outline forms, freshly ornamented and worked out according to individual
performer and the particular set of words being sung. As with the qupai
of sizhu, these aria forms have a recognized historical background that is
known and taught to all performers and audiences.
Korea also has a number of theatrical forms that include music, ranging
from puppet plays to outdoor mask-dance dramas, to indoor staged theater.
One major traditional theatrical form that retains great popularity in modem
Korea is p'ansori, a narrative genre performed by a single vocalist and a
single drummer. With stage props consisting only of a fan and a
handkerchief, the vocalist tells a story, mimes and sings all the characters,
dances, and generally offers the audience a highly charged, emotional
narration.
It is thought by Korean scholars that there were formerly many p'ansori

stories, but by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 basic repertory of five
stories had crystallized, and that is the core repertory that remains today.
There is a story of a faithful wife (Ch 'unhyang chOn), a story of a loyal
daughter (Sim Ch'ong chOn), a story of a good brother and a bad brother
(Hiingbo chOn), an animal story starring a hare and tortoise (Sugung ka), and

a story partly taken from ancient Chinese history (ChOkpyok ka). These five
stories are told in highly florid, old-fashioned language, with many allusions
to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with Confucian significance; since p'ansori
came in for aristocratic patronage toward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is elevation of the literary style of the libretti is not surprising, but unlike
the suppression of Beijing opera libretti in China, the Korean stories have
survived intact. All five stories are heavily value-laden with Confucian social
concepts, and at least one (ChOkpyok ka) is a heavily Koreanized retelling
of an ancient Chinese story.
An interesting development of p'ansori occurr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hen p'ansori singing style was adapted for fully staged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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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guk, using separate performers for each character role. Ch'angguk has
survived to the present, but lacks the popularity of the more traditional

p'ansori. Both p'ansori and ch'angguk are heavy with historical implications,
and Korean audiences appreciate the performances with a strongly historical
aesthetic.
Japan, like Korea and China, has a good number of theatrical forms,
ranging from serious and heavily literary classical types to folk theatricals,
some of which derive from the classical forms . The classical forms include

kabuki, a dynamic and colorful form with a large, on-stage musical
component; bunraku, a highly developed puppet play genre; and noh, an
austere and slow-moving form much influenced by Buddhism. Here we
focus on the noh, which like the other two forms has a strongly historical
impact on its audience.
About half of the noh plays surviving in the modem repertory were written
by two important authors: Kannami Kiyotsugu (1333-1384) and Zeami
Motokiyo (1363-1444). This fact by itself conveys a strong historical value
in noh. The plays are often mystical in content, typically dealing with
transformations of humans into spirits and giving Buddhist lessons, while
rarely engaging in any realistic theatrical action even if the setting involves
a real physical locality or historical figures.
The musical style of noh is unique to it, sharing little with other Japanese
genres apart from some kabuki plays that derive from noh. The limited-range
melodies are chanted with a highly constricted throat to the accompaniment
of a set of drums played by musicians who simultaneously give loud vocal
drum calls; a flute, nohkan, is used to introduce a play and to delineate
articulations within it, but not to accompany singing. A chorus chants a
third-person commentary on the events in the play. This singularity of
musical style is not shared by the other East Asian theatrical forms we have
examined here: Beijing opera borrows melodic structures that relate to the
common-property qupai shared by other genres in China, and Korean p'ans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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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losely related in modal, melodic, and rhythmic structure to other Korean
music such as folk song and sanjo. In its uniqueness of style, noh emphasizes
its classical, historical aesthetic, and the audience feels it is in the presence
of antiquity rather than the present.

Religious music: Buddhist music
Like theatrical music, religious music unavoidably brings with it a sense
of the past and of continuity. Buddhism had arrived in China from India
by the first century CE, joining the more native Daoism and the essentially
non-religious code of conduct, Confucianism, as the three dominant belief
systems in ancient China. Buddhism spread from China to Korea and Japan
in succeeding centuries and remains present today in all three countries,
with a diverse set of sub-sects in each.
Chanting of sutras is an essential musical aspect of Buddhism, and the
original Indian texts were translated into and sung in Chinese; when the
sutra texts moved on to Korea and Japan, they remained in the East Asian
lingua franca, Chinese, and are still so today, even though published texts
often give pronuncia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native scripts. Over
such an enormous historical period, developments and changes in Buddhism
and its music within each country were, of course, far-reaching, and the
modem surviving forms of Buddhist chant in the three countries are quite
distinct.
While vocal chanting of sutras to the accompaniment of simple percussion
instruments like metal gongs and wooden bells is common to all three
countries, the actual vocal styles and melodic content are remarkably
independent of each other. The independence of Buddhist chanting styles
has arisen from a process similar to that for yayue, aak, and gagaku: the existing
styles derive from different strata in the history of Buddhism. Despite the
variety in singing styles and obvious disparity of performing practices

History as an Essential Concept in East Asian Music

41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t is undeniable that every Buddhist monk and
listener feels the historical continuity and significance of this music.
A similar case can be made for the historical associations of other, more
native religious music in East Asia: Chinese Daoism, Korean shamanism,
and Japanese Shinto all have musical traits that are felt to retain authentic
stylistic elements from the distant past.

Conclusions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that history, broadly conceived, is an
essential part of the aesthetic of East Asian traditional music: both performers
and listeners are well aware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uch of the
traditional music they perform and hear. It remains, in conclusion, to give
some attention to how history is manipulated in the modem East Asian
context, and a number of examples will demonstrate the essential points.
In 1978, a group of four young Korean musicians calling themselves Sarnul

Nori performed a derivative of Korean farmers' music, nongak, to great
success. They performed indoors (nongak was always performed outdoors
in the past), with Western-style lighting effects, one person per instrument
(as distinct from large bands with multiple players on each kind of
instrument in the past), and with tightly constructed, compressed pieces
composed of elements from various regions of Korea. Clearly, this is a new
form of music in a new context, but the Samul Nori musicians and Korean
scholars have gone to great lengths to establish the long heritage and
traditionality of this music. The Samul Nori example is typical of many such
instances in Korea when it was felt necessary to justify a new form of music
by creating a historicity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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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a, national conservatories have taken on the teaching and
preservation of highly polished, professionalized forms of traditionally oral,
folk genres like sizhu. The intent is less to ensure authenticity than it is to
introduce improvement in both performance and instruments, and indeed
the act of collection of folk materials by Chinese scholars and professional
performers is almost invariably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rather than for retention of the old. Introduction of sanitized
versions of traditional pieces under the banner of preservation shows a
strong inclination to clean up history and to remove undesirable associations.

In Japan, schools of performance on instruments like the koto and

shakuhachi have established guilds that certify steps of progress in learning
the instruments. In effect, it is a process of certifying the accuracy or
authenticity of a student's performance, a way to perpetuate a sense of
history in musical performance. Departure from norms of performance
within the confines of the stylistic school is discouraged, and the desire to
retain accurate performance styles grows out of the profound sense of history
associated with the music.
These modem proclamations of musical historicity and attempts to control
the authenticity of performance style, as well as their opposites, testify to
the continuing strong sense of historical significance in East Asian music.

Appendix: Historical Periods in China, Korea, and Japan
The core region now controlled by China was at various times in its past
governed by a single ruling dynasty (as in the Tang, Song, and Ming) and
at times by varying numbers of smaller regimes, each of which had its own
emperor. Sometimes the dynasties were "native," that is, Han Chinese (for
example, the Song and Ming) and sometimes they were "foreign," controlled
by peoples not usually associated with the main ethnic group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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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Chinese" (for example, the Yuan and Qing). Despite this variety
of regime, there was a sense of a "dynastic cycle," of dynasties rising, falling,
and being replaced, and this cyclic structure of history, together with its
native and foreign aspects, brought with it numerous implications for the
arts, including music.
Some of the major Chinese dynasties and recent regimes a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Zhou

1045-256 BCE

Warring States

475-221 BCE

Han

202 BCE-220 CE

Sui

581-618

Tang

618-907

Song

960-1279

Yuan

1279-1368

Ming

1368-1644

Qing

1644-1912

Republic of China (Taiwan)

1912-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

A similar sense of dynastic cycle existed in Korea, though in the Korean
peninsula's much smaller territory there have been only a few ruling
dynasties: the first three states in the area were Koguryo, Silla, and Paekche,
each coalescing into states from regional tribal entities around the fourth
century CE (though tradition carries their ruling families back to the first
century BCE). After Silla unified control of the peninsula in 668, the whole
of Korea was controlled by a succession of single ruling dynasties, until the
colonization of Korea by Japan and the subsequent partitioning of Korea
into northern and southern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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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Kingdoms:
Silla

? -668 CE

Koguryo

? -668

Paekche

? -663

Unified Silla

668-935

Koryo

918-1392

Choson

1392-1910

Japanese colonization

1910-1945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194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1945-

In insular Japan, again, a succession of ruling powers was recognized as
a kind of cycle, but with the exceptional continuity of a single imperial family
-

the emperors had extensive or limited power at various times in history,

but unlike both China and Korea, the imperial family persevered. Some of
the chief periods in traditional and modem Japan are shown below:
Yayoi

ca. 300 BCE-270 CE

Nara

710-794

Heian

794-1192

Kamakura

1192- 1333

Muromachi

1334- 1573

Edo (Tokugawa)

1600- 1868

Meiji

1868-1912

Taish6

1912- 1925

Sh6wa

1925-1989

동아시아 음악의 펼슈젝인 개념으로서의 역샤싸

이성초 옮김(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조교)
정일영 옮검(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조교)

서론
~ 국 • 한국 • 일본 둥 3개국은 통칭 ‘동아시아’ 1 로 분류되며 ， 자랑스러운 긴

-0 역사적

유산을 7l지고 있다. 위대한 역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예 를 들

면， 중국인 들의 경우 최근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예술 유물들을 강조하며， 한국인
들의 경우 ‘한국 예 술 5 천년’의 제목으로 국제 순회 전시를 열어 왔고， 일본인들

의 경우 일본 왕실의 계보를 BC 7세기까지 추정하고 있다.

‘역사’라는 말을 언급할 때에 나는 서구 역사가들의 제한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대 중적인 의미인 과거와의 관련성으로 사용하고 었다. 역사적 배
경， 영향력， 중요성 에 대한 감각은 동아시아 사람들의 그들 자신의 시각， 문학， 음

* 본 발표의 여 러 부분들은 ‘La storia come nozione fondamentale nella musica
dell ’ Estremo Oriente," (Enciclopedia della musica , ed. Jean-Jacques Nattiez , m (Torino:
Einaudi , 2003) , 218-46) 에 이탈리아어로 발표되었다. 본 내용들의 영문 사용올 허락해 준
Einaudi에 게 감사한다.
I 지리적인 근접성 이외에도 ‘동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의된다.
a) 중국 문자의 사용 b) 중국 유교 고전들의 영향 c) 주자학의 광범위한 영향 d) 대숭불교의

존재.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베트남 역시 동아시 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은 Gari
Ledyard에 의해 2004년

Maryland 대학의 공개 강연 퉁에서 내 려진 정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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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혹은 다른 분야의 예술 문화에 대한 감각 속에 이미 널리 자리 잡고 있다. 엘

리트 전문 예술과 소위 ‘대중’ 예술 모두 광범위한 역사적 유산과 근대적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이 발표의 목적은 이러한 역사성이 음악 예술
에 표현된 몇몇 방식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세 나라(한국 · 중국

· 일본)

한국 · 중국 • 일본의 전통 문화의 풍습에는 중요하고 분명한 명확한 차이가 있

고， 과거에는 전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관에는 수많은 연속성과 일치의 요소가 존재한다.

많은 나라들처럼 현재， 현대 정치가 이루어지는 3지역은 예전에는 군주나 왕에
의해 통치되었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일본 왕족은 7세기부터 왕들에 의한 통
치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실제왕조와 신화적 왕조의 자취는 BC 21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한국은 2세기에 전통적인 3개의 부족 연맹에 대한 기록이 있
다. 일본 황제는， 비 록 정치적 권리를 거의 행사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왕위에 앉
아있고， 도쿄에는 황궁이 존재 한다; 한국의 왕정(王廷)제도는 현재는 사라졌지
만， 마지막 왕족 일가가 여전히 이와 같이 존경 받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과거
의 군주제 안에서 통치했던 왕족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다.
현재， 세 나라는 현대 정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중들은 끊임없이 건축， 시각
예술과 같은 물질적 유산과 집이나 학교에서 종종 반복된 전설이나 신화， 그리고

음악이나 언어전통과 같은 형채가 없는 유산에 의해 과거를 상기한다.
이 논문에서 더욱 명백해지고 있는 한국 • 중국2 • 일본사이의 문화와 음악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 나라들 사이에 상당한 증오가 있음이 관찰

2

이 글에서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한족을 가장 우선적인 민족으로 받아들인

다. 비록 15개 이상의 민족들이 중국에 폰재하지만 한족은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예

전부터 항상 “ native" 왕조를 통제하였다. 대부분의 중국의 역사적인 문서는 한족에 의해 한
문으로 씌어져있다. 한국， 일본 둥의 나라에서 보여지고 사용된 중국의 문서는 모두 한의 것
이며 ， 중국정 부는 일반적으로 한족의 의하여 지배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인식되는 중국은 대부분 한나라의 문화이며， 이 글에서는 중국의 소수문화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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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예전의 역사적 사건이 현재에도 여전히 불신의 이유

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반세기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

전히 1930대 후반의 남경대학살 기간동안의 일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증오하고
있으며， 4세기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16세기 후반의 일본의 침략

에 대한 원한이 뼈 속 깊이 남아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거의 행적(行績)에 대
한 계속되는 증오는 정확히 만들어진 관점이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문화적 존재의 중요한 면으로서 보존한다.

중국은 본국정부의 제한 밖에 있는 많은， 혹은 모든 나라들을 열퉁한 혹은 심
지어 오랑캐라고(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도 종종 동이(東횟)족으로 나타내진다)
기록하였었다. 역사 안에서 각각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원한이 있기는 하나， 복

종의 의미로서 중국 황실에 조공과 함께 사신을 보냈다. 모든 나라의 재난(고난)
은 과거에 때때로 국경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보여졌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가 만주나 일본과 같은 외부적인 무력에 의한 냉혹한 침략

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 사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
보다 훨씬 덜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각하고， 최근에 세 나라 사이에서 역사적 텍스트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
된 방식과 고대에 소유했던 영토에 대해서 격한 논쟁이 있었다.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에서 믿음이 결여되어 증명하기 어렵거나 사실적 관점에
서 명백한 거짓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문제에 대한 신념(믿음)은 상당히 중요하
다. 최상의 예로 2000년이 되었다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대부분은 명 후기에 지어
진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강한 역사적 신념 때문에 음악적 신뢰성과 보존
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염려된다.

동아시아에서 일반 문화의 일치 · 조화
비록 세부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균형은 세 나라

모두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문자， 종교에 대한 높은 가

치를 두는 것은 각 나라들의 일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나라의 조상에 대한 존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족보와 혈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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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별한 관심， 국가와 개인의 종교적 의식을 초상들에게 바치는 제사의식，

샤머니즘과 같은 토속 종교의 조상의 용모(무속)， 조상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특

별히 중요한 장소에 대한 믿음(풍수지리설)， 이것은 이런 믿음의 견고함을 야기
시키는 곳곳의 걸쳐 퍼져있는 모든 나라들의 행위인 중국 유교 코드에 퍼진 일치
성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역시 유교주의 자체는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있는 뿌
리 깊은 믿음의 산물(창작물)임 이 가능하다.
유교주의는 행위의 본질적 코드이다. 그것은 같은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맹버들에게 수많은 특별한 관계와 사회계충의 구조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
는지를 셜명한다. 조상들의 삶과 죽음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

겨진다. 수많은 세대의 조상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
숭배되었다. 그리고 왕의 조상들은 그 왕조 기간동안 존경되었다. 비록 유교의
고전 경전은 조상을 풍습(제식)에 존경되는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유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는 아니다. 중국의 고전 텍스트인

r예기 」 에 의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죽음으로서 영혼을 다루는 것은 존경의 결핍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삶으로써 영혼을 다루는 것은 현명함의 결핍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 다른 말로 하자면 추모하는 것은 풍습(제사의식)에 참여하는 행동이고，
모범적인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게 영감을 주는 사회의 휴식 (rest)

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교적 특성에 따른 계보 관계의 종류는 동아시아의 다른 중요 체계에 빠지지
않는다. 중국의 다오이즘 일본의 신토 한국의 샤머니즘 세 나라의 불교. 사실
은 유교， 다오이즘， 불교의 원래 성향은 그 후에 그들이 가지게 된 것 보다 더욱
일반적이고， 동아시아의 고고학 공예품은 초창기부터 조상을 존경했다는 증거

자료가 된다. 영혼의 군중들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인 신토와 다오이즘은 일반적
으로는 다르지 않다. 한국의 샤머니즘의 무당은 종종 산사람과 조상들 사이의
중계자로서 역할을 한다. 조상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지각은 물론 역사적 지각
의 종류이다.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긴 언어적 전통을 소유한다. 중국의 원문자료는 AD
12세기부터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당히 늦었으나， 여전히 서기로 시작

3

j륭응~ 혐텀上: 孔子日 : 之死而致死之， 不仁而不可월也 之死而致生之， 不知而不可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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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반면에 중국에서 말하는 것은 더욱 더 쓰여진 것이나 한

나라 이후의 중국에서 온 문자로부터 갈라져 나온다. 중국의 문자는 많은 나라에

서 둔에 띄는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실로 모든 동아시아의 학구적이고 공식적인
문서의 중요한 매개 수단의 역할을 했다. 일본과 한국의 대부분의 문서는 각 나

라의 말보다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 더 많았다. 이는 라틴어가 중세유럽의 공통어
로 사용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중국사상에 바탕을 둔 일본의 서술체계는 BC 8

세기부터 사용되었고， 음가에 한자를 사용한 한국의 서술체계(방식)는 7세기부터
정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한자에서 독립한 한국 고유의 서술체계는
15세기까지 창안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중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세 나라 모두 가장 초기에 존

재했던 문서가 예술에 관련된 문서라는 것이다.

산문체보다 운문체. 공자에

의해 편창되어 여러 세기 동안 전해지고 있는 연구는 음악의 노래가사로， 생각된
300여 개 이상의 시로 구성된 ‘ sh덴ng’， 이나 ‘ book

of

song’이다. 일본의

man'

yoshu는 BC 760년 이 전의 4500여 개 이상의 시로 구성 된 것이다. 그리 고 한국에
서도 가장 오래된 문서(서기 이후)는 역시 시이다.

동아시아에서 쓰여진 문서는 항상 각 나라의 국민에게 감홍을 미친다. 중국의
문서는 수년 동안의 공들인 학문-형설(螢雪)을 요구하고， 교육 체제는 이런 도전
을 만나는 것으로 구조화되었다. 고대 형식의 산문이나 운문체로 씌여진 작품은
중국문학과 함께 존속되었고 현재에도 대부분의 고전 돼스트를 읽은 연습이 통

반된다

그들 왕조의 역사만큼 중국과 한국은 주장한다. 지도적 자리에 있는

엘리트들이 고대 중국의 유고 경전과 고전스타일과 유사한 형식의 시쓰기를 잘
했다.

물론 믿음체계와 문학에는 구별되는 개별적인 점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부정할
수 없었으며，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중국어로 씌여진 것들은 문헌에서의 표현의
견고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음악의 소리는 악기나 씌여진 기록
처럼 같지 않으며， 각 나라들의 텍스트나 예술품들의 주목할 만한 지속성은 음악
적 연속성의 일치를 필연적으로 내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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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일반적 음악의 일치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의 음악의 개념은 서양보다 범위가 넓다. 음악을 표현하

는 중요한 한자는 현재 yue(중국)， ak( 한국) gaku( 일본)로 발음된다. 비록 이 런 용
어들의 의미는 여러 세기 동안 변화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창조한， 소리로
구성된 서양의 ‘음악’뿐만 아니라 춤， 복식， 극장과 노래로 표현된 텍스트까지도

포함한다. 전통음악과 무용을 보존하는 한국의 중요한 현대의 기관은 한국의 ‘악’
을 서양의 ‘공연예술’처럼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가

가쿠(雅樂; gagaku)는 총체적 인 궁중음악과 무용을 나타내며 소리로써의 궁중음
악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음악(동아시아에서의 넓은 의미)은 단지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y 음악은 교훈적인 목적(게다가 유익하고 좋은)을 가지고 있으며，
청취자에게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
대되었다. 실로 통치자가 만든 좋은 음악은 정치적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하충계급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유교학자들이 쓴 ‘음악’은 전형적으로
‘관습’ 과 쌍으로 쓰여 졌으며， 사회적으로 좋은 행동의 물질적 증거(에티켓)와 많
은 논문들은 음악과 관습간의 정당한 상관관계를 시험하였다. 한국과 일본에 수
출되어 넓게 사용되는 장대한 중국의 음악이론은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 알려

졌으며， 그들에 의해 올바르게 판단된 음악이 상연되었다
도

충분한 표현체계에

불구하고 실제 음악을 표현한 논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I 종교적 텍스트(예를 들어 다오이즘， 샤머니즘， 신토)안에는

음악이 존재한다. 서양의 관점 중 놀라운 점은， 음악은 그 자체로 향상 감정적이
거나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권력은 완전

히 텍스트와 함께 놓였다. 원래 문서에 나타는 있는 ‘새로운 음악 작곡’ 의 정확한

뜻은 종종 존재하는 음악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적 문제는 전적으로 계급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으로

확장된， 중국 한 왕조 이 후의 측정법체계는 궁중 음악 체계의 기본적인 음고에
의존했다. 피치파이프의 길이는 수학적 비율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된 음고를
생산하였다. 돌아가는 길이의 기본 구성단위는 영역 안에서 모든 길이 측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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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되었다; 피치파이프의 읍량은 유사한 음량의 기본구성단위에 따라 결정되었

다(프로바인

2007).

기본 음고는 황제의 이론과 관계가 있었으며， 그것은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과 연관된 ‘황종’의 음고 이름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세 나라의 공식적인 정부기관은 궁중에서 음악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궁중 음
악의 이론과 연습을 결정하는 것을 기획했다. 이들 중 가장 거대한 것은 중국 한
나라의 yuefeOl 며(loewe

1974) 이와 유사한 기관은 한국과 일본에 현재까지 존재

하고 있다. 한국 전통음악을 공연하는 국가 관장의 음악기관(국립국악원)은 7세
기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 일본의 음악기관 역시 비슷한 시기부터 계속

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궁중음악과 관련된 전통적인 의식들은 현재에도 재창
조 되고있다. 중국의 황실 음악국(局)은 청나라 왕조의 몰락 이후에 없어졌다. 그
러나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의 국제적 음악학교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왕권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
중국 한국 일본의 음악은 주목할 만한 연관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의

pipa , 한국의 pip ’a 일본의 biwa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같은 악기 이다. 천년 전의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온 악기의 대부분은 일본 나라의 쇼쇼인(正슐院; Shõsõin)
에 보존되어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되어야하지만， 악기 외형의 유사성이 반드
시 음악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세 나라 모두 중국문자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졌고， 음악 표기법
이 초기보다 발전되었다는 점이며，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음악 표기법의 상징은 한나라 이전의 중국에서도 존재
했었다. 비록 음악을 표기한 가장 최초의 자료로서 존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인 당나라의 것이지만. 중국의 표기법은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다.
한국에 존재하는 가장 최초의 문서는 15세기 이후의 것이며， 일본은 이보다 빠른
11-12세기의 문서가 남아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의 기보법은 다른 나라에서

약간 변형되어 사용되었고， 어떤 경우는 지역적으로 창조된 기보법에 의해 완전
히 변화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문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에 중국음악이론을 전파 하였다. 그리고 현재

까지도 많은 기간 동안 약간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논
점은 중국의 이론적 체계가 외국음악에 사용되었다는 해석보다는， 이론적인 연합

이 동아시아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음악체계의 분석 대신 서양에서의 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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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 쉽게 설명되며， 동아시아 음악이론은 음고， 소리， 다른 개념과 관련된 음
악적 행동， 사물과 관련되어 나아갔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5음 음계 선율
은 군주， 지구， 황색퉁과 연관되어 있다. 중국의 지터인 금(qin) 의 다양한 연주 방
법은 새， 비， 구름과 자연의 다양한 면의 용어에 의해 설명된다. 이런 연합은 매
우 중대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궁중 의식음악은 사회적인 계충제의
일치와 혼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궁’음 이외의 다른 음으로 끝내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다.

동뿌l 아의 역사적 음악의 상호작용4
중국， 한국 일본 사이의 음악적 상호작용의 명백한 증거는 현대 악기에 의해
나타난다

다양한 종류의 긴 지터류 악기는 세부적인 구성은 다르지만， 일정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 명백하다. 관악기와 타악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찾
을 수 있다. 역사적 관계와 상호작용은 고고학적 예술품과 역사적 문서， 그리고
시각예술의 세부적인 장식에 서 그 혼적을 찾을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된 한나라 혹은 더 이전시대의 중국 무덤의 악기들에 의해 그 당시

긴 지터류와 피리， 정， 거꾸로 달린 종， 생황， 북이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도자기와 토기에서 음악이나 무용장면이 묘사된 것이 많이 발견되었고， 악기에
관련된 것 뿐 만이 아니라 주나라나 전국시대(戰國時代)같은 고대 중국의 음악
정황(情況)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도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것들과 함께
약 6000년 전의 오키나와 토기가 발굴됐다. 그러나 더욱 최근에， 편경이나 편종

같은 견고한 악기가 발견됐다. 근래에 전승된 이런 종류의 모든 악기는 동아시아
의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기원 후， 무덤이나 동굴의 벽화에서， 유난히 음악이나 무용활동에 관한 정황이

나타난 예술품들이 많이 나타난다.

불교 동굴의 그림은 음악인들과 무용수들이 연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장면부터 악기들 들고 날라 다니는 악령을 표현한 비현실적인 그림까지 나타난

4

동아시아 역사의 연대순의 윤곽은 Appendix를 참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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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때로 그림들은 편종， 편경 반주에 무용이나 노래를 하는 장면， 음악인들이

말위에서 행렬하는 장면 음악합주단을 수반하는 곡예사와 같은 거대한 장면들을
보여 준다. 많은 종류， 행사의 청중이나 후원자들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때때로

이런 그림들은 좀더 억제된 귀족의 집에서 행해진 사연(私훌); 자주 되풀이되는
주제는 4명으로 구성되어 각각 지터와 4줄의 류트비파， 긴 종적과 모래시계 모양

의 타악기를 연주한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궁정이나 민속음악의 악기 편성법은 위의 그룹편성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가가쿠(雅樂; gagaku)나 중국의

silk and bamboo

music(sizhu), 한국의 궁중음악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분벽화나 고
고학적 예술품은 중국처럼 음악적인 면은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음악적인 상호작

용은 종종 증명된다. 한반도의 고구려 고분벽화는 중국에서 발견된， 날라 다니는
악령과 앉아서 연주하는 4명의 그룹형태를 포함한다. 무텀들에 의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생활방식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고구려가 중국의 매장 관습을 모방했다
는 것이 드러난다. 어떤 경우든， 고대 국가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했다는 것
은 명백하다.
일본에서 초기음악에 대한 가장 분명 한 정 보는

stone whistles rattles나 현악

기와 같은 고고한 예술품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xun과 유사한 ken 이라고 불

리는 오카리나 토우가 있다. 야요이시대 (3세기)부터 면종(중국의 종과 매우 유사
한)과 xun과 것과 같은 계열에 속한 지터류가 있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했다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원
전 초기 국가들의 독립성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와 아시아의
마이너 ， 그리고 인도 사이의 교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첫 번째 실

크로드는 아시아 본토와 동남부에 이르는 바다의 일부분과 ‘중통 실크로드’라고
해석되는 내륙 쪽을 가로질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옹(오

직 그 지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유리그릇 같은) 명백한 물질적 증거가 있다. 현재
중국의 서쪽 간슈지방의 돈황의 불교 통굴안의 고분벽화는 날라 다니는 악령이

나 악기(중국동쪽이나 한국의 고분벽화에서 발견된)가 보인다.4줄 류트 비파를

위한 가장 최초의 기보법을 포함한 한나라시대의 많은 기록들 역시 돈황의 동굴
에서 발견되었다.
최근에 실크로드의 음악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고조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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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활동과 감수성(이해력)은 다른 시대에 걸쳐 폭넓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왕조 중에서 수와 당나라 시대에 발생했다고 여겨진다. 이 시대통안 악기뿐

만 아니라 궁중에서 공연한 것과 중국 역사학자들에 의해 상세하게 서술된 공연
(음악인들의 합주)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졌다. 인도， 중동， 중앙아시
아의 음악은 한국과 일본에서 온 음악과 마찬가지로 한문으로 표현되었으며， 중
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궁중음악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일본 궁중음악인

가가쿠(雅樂; gagaku) 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수입된 것이다. 비록 이 음악이 공식
화되고， 형식적인 궁중의식과 관련된 진정한 음악이 되었지만 가치가 없다(상당

수 중국에서는 본래 더욱 대중적이고 국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
서도 역시 중국에서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사실상 현대 한국 음
악문화에서는 자취가 남아있지 않다.

가가쿠(雅樂;

gagaku) 수입에 대한 관점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음악적 일

치를 설명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피상적인 단계를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잘못
된 결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

사실 현재는 별개의 것이지만 중국， 한국， 일본의 많은 음악장르는 같은 뿌리

에서 나왔다는 명백한 관계가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한자는 명백한 관계를 나
타내는 중국의 야혜(雅樂;

사용된다. ‘야혜(雅樂

yayue) ,

한국의 악(樂)， 일본의 가가쿠(雅樂; gagaku)로

yayue) ’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유교시대부터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 궁중의 제례음악을 나타내지만 이것의 레파토리와 양식은 역사를 거
치면서 상당히 변화되었다.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일본의 가가쿠(雅樂; gagaku)는
더욱 대중적이고 세계적인 장르 대신에 파생된 중국의 ‘야웨(雅樂; yayue) ’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것이다; ‘가가쿠(雅樂; gagaku) ’라는 용어는 넓고 다양한
의미의 궁중에서 연향된 음악과 무용을 표현한다. 한국에서 ‘악(樂)’이라고 불리
는 음악은 궁중 의식음악 중 단지 몇 개의 의식 전통에 사용되는 단일장르를 의
미한다.

대부분의 제례의식은 중국의 것을 본보기로 한 것이다; 한국 ‘악’의 선율은 중
국의 12세기 전반 송나라에서 사용된 ‘야웨(雅樂; yayue) ’의 단순양식으로부터 전

해진다. 그러나 현재 연주형태는 한국의 것과는 구별된다. ‘야워Il(雅樂; yayue) ’는
중국에서 현재 사라지게 되었다. 이 타이틀 아래 마지막으로 연주된 음악은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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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청나라에서 연주되었고 그 후 후기 청나라 스타일로 바뀌었다. ‘악’과

‘가가쿠(雅樂; gagaku) ’의 현재 연주 형태 사이의 의미 있는 일치가 무가치하다는
한 견해는 중국음악과 연관된 장르의 역사적 시험에 의해 배워졌다.
주자학의 발전 이후， 새로운 사상에 의해 중국이 아닌 외국음악은 야만적이고，

예의에 맞는 음악의 교육과 행동의 이로움이 결여된 나쁜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에， 특히 송나라는 외국의 음악을 덜 받아들였다. 실크로드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와의 음악적 상호작용은 상당히 드물게
일어났다. 주자학은 마침내 15세기 이후 한국에서 지배적인 철학이 되어 정부와
사회에 스며들었다. 일본에서도 역시 에도시대에 당국의 후원 아래 유행하는 사

상이 되었다. 이 런 경우， ‘ foreign’은 국지적으로 정의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음악
적 분리의 증가를 이끌었다.
기록된 문헌은 우리에게 동아시아의 음악적 상호작용에 대한 다수의 교류를

말해준다. 중국의 ‘공식적 역사’의 25가지는 중국역사자료의 거대한 저장소이다.
때때로 왕조사건의 설명은 대략 하루정도의 분량으로 되어있고， 유교국가의 중요
한 개념으로서의 음악과 외국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있다. 예를 들어 우

리는 수와 당나라 시대의 국제적 연주단체와 중국입장에서 볼 때 한국， 일본과

같은 인접국가의 음악 연주에 대한 어떤 것을 배운다.
중국의 역사 기록은 거의 유교적 관점(과거의 고귀한 것을 존중하고， 말 그대
로 복원된 것에 의해 폰경된 것을 논증하는 실록의 초창기 기록의 대다수의 부

분)에 의해 쓰여 졌다. 중국 왕조의 음악에 대한 서술은 주로 고대의 풍습에 대한
용어와 이런 풍습의 현재적 이행을 암시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음계와 선법 구
조는 음악사료 안에서 끊임없이 토론이 되풀이되는 주제였다. 일반적으로， 선법

을 특정짓는 악구는 유교적 고전 텍스트인 ‘ zhouli’에서 일부분이 발훼된 것이다.
약 BC 3세기 선법의 실제 연주를 기록한 것에 따르면 이런 암시는 진정한 유교

적 양식 안에서 현재 공연(예전 텍스트에 의해 판단되는)되고 있다.
유교적 고전 텍스트는 다른 종교적인 텍스트(항상 의미가 분명하거나 현재의
관심사나 정황에 따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코랄이나 성경처럽)와 비슷하다. 실
로 고전 텍 스트는 빈번하고 다양한 해석에 의해 긴 수명이 가능하였다. 예를 들

어 주자학은 고전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대하였고， 주자학은 토의， 더
나아가 해석， 그리고 동아시아 정부와 시스댐의 집대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확립

S6
되게 되었다. 거기에는 중국， 한국， 일본의 구별되는 요소와 함께 고전 텍스트의
학문적 해석의 수많은 전통이 있었다. 원래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더 이전의 해석
들도 추후의 해석에 의해 다시 설명되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영향력 있는 중국의 텍스트는 12세기 초반에 쓰여진 광범위

한 학술서인， 진양의 예슈(樂書: Yueshu 이하 『 樂書』 로 청함)이다. 진양은 음악의
넓은 범위를 다루었으며 ， 작업의 반 이상은 유교고전 텍스트의 음악적 부분에 대
한 해석에 전념했다. 또한 그는 송이나 그 이전 시대에서 연주 시 사용되었던 악

기편성법을 검토하였다. 진양의 책은 한국에서 학자나 관료들에 의해 음악적 연

주를 확립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책은 역시 일본에서도 중요시 되었으며 ，
고대 음악 연주의 중요한 자료로서 재판되었다.

(적어도 ‘ Book

01

songs' 만큼 이 른 시대의 정보를 주는 요소를 통반한) 음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예전의 문서는 중국의 것이다. 일본의 음악적 정보를 수반

하는 역사적 문서는 CE712

kojiki , 720

[j' 일본서기 』 이다.11 세기에 나아가서는 수

많은 논문(연구서)과 음악적 기보법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음악정보를 수반하는
최초 문서는 1145년의 『삼국사기 』 이다. 그러나 이전의 백제， 고구려， 신라의 역

사를 서술한 책에서 발취한 것 이다. 비로서 15세기 이 후에 세밀하게 음악을 다룬
자료가 남아있다. 일본출처의 문헌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온 음악인들이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일본에 왔다는 기록과

일본성직자들과 아시아 본토의 사람들이

교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악기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악기의 재료는 풍부하고， 다양하고， 고도로 발달되었다.

주된 악기 분류법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누는 것이다. 악기에 대한 중국
의 고전적 분류법은 최초의 유교 텍스트 자료인 ‘ bayin ’과 재료의 따른 분류법인

8음;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包)토(土)혁(童)목(木)이다. 예를 들어 편종은 금
(金)에 속하고， 현악기는 사(絲)에 속하며， 대부분의 관악기는 죽(竹)에 속한다.
구조 안에서 더욱 잘 울리는 재료로 사용된 악기는 중요한 위치에 배정된다. 그

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울립통과， 나무로 만든 pick으로 연주하는 명주실로 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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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터류는 여전히 사(絲)의 범주에 속한다. ‘ bayin’에 의한 분류법은 한국과 일본
에 전해졌으며， 한국에서는 최근에도 여전히 8음 분류를 사용한다.
특히 일본 나라의 쇼쇼인(正슐院; Shõsõin) 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악기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이 왕실 보물(보고)는 752년 토다이 사원의 악기자료를 포
함하며， 몇 개의 악기는 한국과 중국 심지어 더 멀리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 악
기들과 현재의 악기들은 악기간의 비교를 통해 각 악기들 간의 디자인과 구조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었음이 증명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악기연주

형식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버파(pipa，

pip'a, biwa)

쇼쇼인(正食院; Shõsõin)의 소장품에는 일본에서 비와로 알려진 4-5줄의 류트
가 있다. 배 모양의 류트는 분명히 이란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유사한 류트

악기가 현재 아프가니스탄， 터키， 중국， 한국에 존재한다. 중국의

pipa , 한국의

pψ ’a 일본 biwa는 외형적으로는 같은 악기이며 더욱이 3가지 이름 모두 2글자의

같은 한문으로 씌여져 있다. 또한 연주법도 모두 채와 손톱으로 연주된다.
이런 유형의 최초의 악기는 일본에 보관되어있고， 일본의 biwa는 초기의 예와

거의 변화되지 않은 비슷한 변을 보여준다. 반면에 중국의 pipa는 플렛의 증가퉁
과 같은 상당한 발전(변화)이 있었다. 한국의 악기는 변화에 있어 일본과 중국의
중간단계로 중국보다는 좀 더 초창기의 모습을 반영한다. 악기의 외형이나 구조
는 유사하지만， 세 나라의 음악적 실제는 상당히 달랐다.

중국의 비파는 초창기의 연주자들과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후기의 연주자들이
결합한 형태로 연주되었기 때문에 유교적 관점에 의해 낮은 지위의 악기로 여겨

졌다. ‘야워11 (雅樂; yayue) ’ 에 편성되지 못하고， 비전문가의 악기로 발전되었다. 남
아있는 작은 입상이나 그림 등에 의하면 비파는 원래 앉거나 혹은 말위에서 가로

로 연주되었다. 후에 현행처럼 악기의 윗 부분에 tuning pegs(음정을 맞추는 줄
감개)를 가지고 세로로 연주되었다. 몇 세기 후 비파의 레파토리는 주요 3부분으

로 주목되었다. (1) 이야기하는 형식-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야기 하듯 나
레이티브를 한다. @ 실내악-여러 현악기들과 함께 사용되었고， 독주 시에는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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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표제음악을 연주하였다.

중국의 현대적 연주기법은 같은 음을 반복함으로서 빠르고 신속하게 소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손가락에 pick을 끼거나 긴 손톱을 사용한다.

일본의 비파는 가가쿠(雅樂;

gagaku)

합주에 편성되었다. 중국에서는 대중인

형식에 연주되었던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형식적인 궁중음악에 편성되어 지위가
높아졌다. biwa는 높은 지위로 취급되었고， 가로로 연주하는 중국의 연주기법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가가쿠(雅樂;

gagaku)

합주에서 찾아볼

수 있고， 큰 바치로 연주하며， 간결한 공식적인 악구로 되어있다. 이 악기는 플렛
의 증가 없이 원래 구조의 많은 부분을 간직하고 있다. 일본에서 중요하게 사용

되는 연주방식은 원래 중국에서 사용된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이는 주로 맹인들
에 의해 연주된다. 모소비와(moso

헤이케비와(平家좋흙훌

biwa) -

Heike biwa) -

승려와 관련된 이야기 하는 방식;

12세기 이후의 음악으로 그 당시 사건에

대한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 Heike

monogatari)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것;

사츠마 비 와(隆摩좋흙휠 satsuma biwa) 와 츠쿠시 비 와(chikuzen

biwa) - 넓 은 영

역의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비와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장르인 모소비와

의 전통을 발전한 양식. 가가쿠(雅樂; gagaku) 와 헤이케비와는 보통 가로로 잡고
연주하며， 다른 형식들은 세로에 가깝게 잡고 연주한다.

일본 연주기법은 바치의 모양이 상당히 다를지라도 항상 큰 바치를 사용 한다;
현재 중국 연주기법의 특정인 빠른 선율 반복은 일본의 비와 장르에서는 찾아볼

수없다.

한국의 비파는 통일신라시대의 삼현(三鉉)중에 하나였다.4중， 5줄의 2종류의
비파가 있었으며， 두 악기의 차이점은 조선시대 (1392-1910)까지 지속되었다. 통

일신라시대 비파의 사용에 대한 자료는 고려시대의 자료만큼 많지는 않다. 조선
초기 비파는 궁중 제례음악인 ‘악’에 편성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이

아닌 외국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것은 궁중 연회와 회례악 또는 궁중 밖
에서 연주되었다. 악기의 형식은 공명판의 여분의 플렛을 사용하였다.20세기 초
기 비파는 주변악기로 존속되었으며 1930년 쯤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1493년 편찬된 한국의 악서인 『 악학궤범 』 에 따르면 당비파는 pick이나 손가락으

로 연주하였으며， 향비파는 거문고와 비슷한 연필모양의 막대기(술대)를 사용하
였다. 악서의 일반적인 비파는 악기의 역사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악기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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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 ， 다른 나라 악기와의 관련성， 당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점. 그것은 한국의
‘악’에 사용되지 못한 이유를 명백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인식

과 이 논문의 주제 인 감수성을 논증한다.
요점은

pipa, biwa, pip 'a는

단일 형태의 악기가 어떻게 서쪽에서 중국에 들어

왔는지， 그 후에 어떻게 한국과 일본에 유입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에 이런
초기 악기의 현대적 전승은 명백히 인지되는 원래 악기의 외형적인 모습， 연주기

법 ， 악기의 위치를 보존하고， 세 나라의 레파토리는 넓고 다양해졌다

악기와

가깝게 연결된 실제 연주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음악적 관계를 내포하지는 않는

다. 일본의 가가쿠(雅樂; gagaku)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이후 그 전통이 계속 유
지되었다. 그런 경우는 일본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연주 기법 중 가장 오래된 것

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공연되는 연주기법과 1000년이 넘게 유지된 스타일
의 발전은 제한되었다.

긴 지 터류의 악기 (Lon~

Zithers)

판자위에 비단으로 되어 있는 긴 현을 가진 기타류의 존재는 일찍부터 중국에

서 존재하였다. 오랜 유가의 책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한나라의 무덤에
서는 원형 그대로의 유물 및 좀 작은 크기의 악기가 출토되었으며， 벽화에도 악
기의 연주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중국의 기타류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I

고 있는 것은 금(qin) 인데(현재는 guqin으로도 불림)， 전통적으로 다섯 현으로 구
성되어 있고 이 현들은 각각 5행(물， 불， 나무， 금속， 땅)을 연상시키며， 후대에 두
현이 추가되었다(이 두 현은 유교 계충제도에서 문(文)과 무(武)를 상징한다). 이
와 비슷한 악기인 슬(se)은 금에 비해 더 많은 현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5현이며 현들은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받침 위에 놓여 었다. 다

른 종류의 지터류의 악기로는 후대에 생긴 쟁 (zheng) 이 있으며， 쟁은 중국에서
현재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의 수는 15-21 개로 구성되고 각각의 현은 움직
일 수 있는 V자 형태의 받침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악기의 형태의 원류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학설로는 대나무의 관 모양의 몸체에서 분리로 된 가늘고 앓은 대나무

조각을 사용하는 지터를 원류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악기가 오늘날에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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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권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 그렇지만， 쟁이라
는 이름으로 된 악기가 대나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원상의
추측일 뿐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중요한 지터류의 악기로는 6현으로 되어 있는 유패 악기인 거문고가
있다. 거문고는 술대라는 연필 모양의 막대기로 연주한다. 그리고 12현의 가야금

은 손으로 묻으면서 연주를 하는 악기이며， 아쟁은 7-8현으로 되어 있으며 나뭇
가지로 연주를 한다. 이 세 악기는 중국의 악기처럽 V자 모양의 받침(‘안족’이라
고 함)이 있으며 그 높이는 중국보다 높다. 한국의 오래전 역사책인 『 삼국사기 』

(1145) 에는 거문고와 가야금과 관련된 신화가 실려 있으며， 두 악기 모두 중국의
금(qin)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 졌으나 한국의 연주 상황에 맞게 바뀌었다고 기록
되어 있다. 아쟁은 12세기 초의 중국의 『樂書』 에까지 그 연원이 닿는데 Ii'樂書』는
당나라의 연주기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중국에서는 사라지고 한국 음악
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15세기의 서적인 『 악학궤범 』 에는 아쟁의 합

법성을 위해 『 樂書』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중국의 금(qin)과
슬(se)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었으며， 궁중의 제사 음악인 아악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두 악기는 전통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니지 않았는데 우연히도 한국의
아악에서 연주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기들의 역사적

지위는 여러 서적에서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신화적이든 사실적이든 악기의 전승

에 관하여 최고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긴 지터류의 악기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중요한 악기로 인식되어

왔다. 고토(琴; koto) 라는 이름은 긴 지터류를 가리키고 있는데， 13현으로 되어 있
고 움직일 수 있는 받침으로 구성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고토(琴; koto) 라는
이름은 중국의 쟁이나 금과 같은 범주로 사용되었다. 중국， 한국， 일본의 긴 지터

류의 악기 는 쇼쇼인 (lE용院; Shõsõin)의 저 장소에 보존되 어 있으며 비 파의 경 우
처럼 이러한 악기들의 디자인에 대한 역사적인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교토와 가쿠소(樂所 gaku-s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형태는 가가쿠(雅樂;
gagaku) 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넓은 의미로 고토라고 부르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한 쟁， 가야금， 고토와 같은 긴 지터류 악

기들의 유사성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많은 학자들
중 특별히 일본의 하야시겐조는 발굴， 무덤의 벽화， 문헌적 증거 동을 통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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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긴 지터류의 정확한 연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은 내리
지 못하고 있다. 고구려 시대의 몇 몇 무덤에서 발견되는 거문고의 긴 패는 동아
시아의 지터류 악기 중에서 매우 독특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긴 지터류들의 강한 구조적 역사적 연결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 연주 방법， 지위， 레퍼토리 퉁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쟁은 금속성 현

을 사용하고 종종 활대를 사용하여 여러 현을 긋는 방법이나 손가락으로 휩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쟁은 대체로 독주 악기로 사용이 되며 그 사용의 양상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의 가야금은 반대로 여전히 부드러운 음색의 현을 사
용하고 있으며(최근에는 비단실보다는 나일론을 많이 쓰기도 한다)， 글리산도 주
법이 없고， 악기에 있는 안족이 높음으로 인하여 풍성한 장식음을 만들어서 연주
한다. 한국의 연주의 거장들은 산조라는 순수 기악곡을 발전시켰으며， 수준 높은

병창이나 다양한 연주곡들을 만들어 내었다. 일본의 고토도 여전히 부드러운 음
색의 현을 유지하고 있으나 손가락으로 튿는 주법은 날카로운 음색을 만들어 내
었으며， 글리산도 주법은 매우 특별한 주법으로서 장식음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는 가가쿠(雅樂; gagaku)가 성악과 기 악의 형태로 되어 있는 실내악으로 보다 넓
게 연주되기 때문이다.

대나무로 펀 관악기 (Bamboo flutes)
대나무로 된 관악기는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였다.v자형의 취
구가 있는 종취 악기， 일반적인 취구 악기， 횡으로 되어있는 악기들은 지공을 가
지고 있다. 역사적인 문헌들에는 이러한 관악기들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실
려 있으며， 공식적인 궁중 음악이나 대중음악 동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춤의 반주에도 사용이 되었다(군대의 북이나 신호나팔과는

구별됨) . 첸양(Chen Yang) 의 12세기의 저서인 『樂書』 에는 종교음악， 외국음악，
대중음악을 위해 사용되었던 12종의 관악기에 대한 목록이 전해진다. 그리고
1493년에 간행된 『 악학궤범 』 에는 10종의 관악기에 대한 자세한 셜명과 그림과

운지법이 실려 있으며 이 악기들은 중국스타일의 제례 음악(아악)과 향악에 사용
이 되었다.

아마도 중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횡취악기는 디지 (dizi -

관악기라는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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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음조의 변화를 위한 6개의 지공이 있고 소리가
빠져 나가는 기능을 하는 세 개 이상의 구멍이 있다. 디지의 독특한 구조는 지공

과 취구 사이에 앓은 막으로 덮여있는 구멍(청공)이 있다는 것인데， 높거나 큰 소
리를 낼 때 명웹거리는 소리를 내는 기능을 한다. 디지의 중요 레퍼토리로는 실

내악(sizhu) 에서 뿐만 아니라 거장들의 독주곡도 있다. 자연을 흉내 내는， 특히
새소리를 흉내 내는 음악은 유명하고 이는 중국의 음악 이론이 자연과 관련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디지와 상응하는 악기는 대금인데， 대금은 여섯 개의 지공과 청공，
두 개의 칠성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횡취관악기이다. 디지와 비교하였을 때 모

든 구멍들은 크며， 청공에서의 웹행거리는 소리는 더욱 명확하여 역통적이며 강
렬한 소리를 낸다. 대금은 너무 크기 때문에 디지와 같은 빠르기로 연주하는 것

이 어렵지만， 큰 지공과 청공은 장식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금은

1493

년에 간행된 『 악학궤범』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운지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의 삼죽(三竹)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대금은 제
례음악이 아닌 음악에서 연주되고 다양한 민속 음악에서도 사용된다.

일본에도 대나무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관악기가 존재하는데， 어떤 것은
중국의 것과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일본에서 발전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류테키(龍짧; ryuteki-teki 라는 것은 중국의 di와 같은 성격

의 것입)는 가가쿠(雅樂; gagaku) 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디지나 대금의 숫자와 상

응한다. 류테키(龍짧; ryuteki-teki)는 수평으로 연주를 하며 취구와 함께 일곱 개
의 지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공은 없다. 또한 디지나 대금이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감아놓은 실을 제외하고는 그 원재료인 대나무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비해 류테키(龍짧; ryuteki-teki) 는 지공을 제외한 모든 곳에 심하게 윷철을
해 놓았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류테키(龍館; ryuteki-teki)의 레퍼토리는 엄격하

게 구분되어 있는데， 중국의 아악에 근원을 두고 있는 토가쿠(康樂; Tõgaku) 에서
만 제 한적으로 사용을 하며 겹서 악기 인 히치 리키 (龜藥; hichiriki)와 함께 중요
선율을 연주하게 된다.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세 악기를 둘러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디지가 많은
관악기들 중에서 중국의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국내 음악과 외국음악를 막론하

고 가장 최근까지 ， 최고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di라는 용어가 관악기를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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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의 오래 전 저술에서부터 사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부드러운 행왕거림의 음색을 가진 dízí의 소리는 새의 소리와 비슷하며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 탁월하고 찬란하며 독특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대금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향악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악기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류테키(龍富; ryutekí-tekí) 는 가가쿠(雅

樂; gagaku) 의 범주 안에서 제한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역사적인 유산으로 가치
를지닌다.

겹 리드 악기 (Double-reed vives)
관악기의 분류 중 중요한 다른 하나의 범주는 대나무를 앓게 짝아서 만든 겹서

악기이다. 겹서 악기에서는 동아시아와 인도 및 중앙아시와의 연관성이 발견되는
데， 예를 들면 인도의 세나이 (shehnaí) 와 같은 악기이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빌리 (bílí) 와 한국의 피리 (p ’írí) ， 그리고 일본의 히치리키(龜藥 ; híchíríkz) 세 악기
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인데 ， 이 세 악기는 이름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다른 악기에서처럼 빌리는 12세기의 첸양의 책에 묘사되고 설명되었다. 그 당

시에는 그 관이 작았으며 5-7개의 지공이 있었으며 매우 큰 겹서의 악기였다. 첸
양의 분류에서 빌리는 외국의 악기로 분류되는데

특히 그 연원이 중앙아시아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당나라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

다. 최근에 빌리는 구안(guan)으로 불리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8개의 구멍이 있

으며 그 중 하나는 뒤쪽에 있어서 엄지로 연주하게 된다. 예전에 빌리는 궁중 음
악에서 연주되었으나 조약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연
극과 대중적인 장르에서도 발견이 된다.
한국의 피리는 빌리 (bílí)와 악기에 대한 묘사가 거의 일치하는데

li' 악학궤범 』 에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세 가지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향피리는 궁
중 무용과 민속 음악의 여러 음악에서 두루 사용이 되고 있으며， 당피리는 몇 몇
궁중 음악에서 사용이 되고 세피리는 가곡과 같은 성악곡의 반주에 쓰인다. 고려

왕조 시대인 1114년에 중국에서는 여러 개의 빌리 (bíli)를 선물로서 보냈다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li' 악학궤범 』 에서는 이 사실을 첸양의 서적을 통하여 그

연원과 역사적인 전승에 대해 인용하고 있다. 피리는 현대의 한국 음악의 전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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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여러 장르， 궁중 음악과 민속음악， 무속음악 동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이
는 악기가 단순하기 때문일 것이다.

류테키(龍富

ryuteki-tek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 일본의 히치리키(짧薰;

hichirikt)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쓰입은 가가꾸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고 류테키
(龍富; ryuteki-teki) 와 함께 토가쿠(홈樂; Tõgaku) 에서 가끔 연주되고 있어서 제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류테키(龍館; ryuteki-teki)처럼 지공을 제외한 악기의 모든
부분에 진한 윷철이 되어 있다. 히치리키( 筆藥; hichiriki) 는 때때로 역사적으로 일
본의 문헌에서 정신적인 면과 함께 그 연원이 중국에 있다는 인식으로 나타난다.
빌리나 피리와 달리 현대의 히치리키(鐘慶; hichiriki)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으며
이 중 두 개가 악기의 뒤편에 있다. 히치리키(龜寶; hichiriki) 는 다른 가가쿠(雅樂;
gagaku) 의 악기들처럼 일본에 있어서 역사적인 과거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되어

지기도 하는데， 중국과 일본의 옛 궁전에 관한 펼름에서 히치리키(鐘藥 ;

hichiriki)

가 있는 가가쿠(雅樂; gagaku) 의 음악은 배경음악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속결롤
중국， 한국， 일본의 수많은 악기들의 역사적인 교류는 부정하기가 어렵고 역사

적인 연관성은 여러 문헌에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들이 모두 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기 이름의 유사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주며， 심지
어 현대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이름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예를 들면 히치리키

와 피리)도 주목된다. 악기에 관한 세 가지 명확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
은 악기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인데， 수세기에 걸쳐서 이러한 장르
는 분화되었다. 예를 들면 12세기에 중국의 음악가들이 고려에 와서 그 연주법을

가르쳤다는 문헌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빌리와 피리의 음악적인 역할은 서로
구분이 된다. 둘째， 연주방법이 서로 차이가 생겼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서 악기
의 형태도 변화되었다. 이는 각국의 독특한 문화가 일반적인 음악적 성격에 반영
되어 악기에도 영을 미쳤기 때문이다. 셋째로， 연주법과 레퍼토리와 그 구조가

서로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강한 역사적 교류의 흔적이 세 나라의 음악 문화의
본질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남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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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택된 음악의 영역
동아시아의 공연 예술 장르의 숫자는 광범위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만큼이

나 넓다. 음악 형식의 범위 또한 많고，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음악 형식의 불균형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짧은 논문에서는

음악 장르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한 고찰과 역사적인 영향 관계에 대해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될 것이다.

궁중 음악: 야혜(雅樂 lIallue). 아악(雅樂). 가가쿠(雅쫓: ~a~aku)
공자는 음악이라는 것은 교육적이고 이로워야 하며， 잘 갖추어진 사회 질서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음악， 즉 야웨(雅樂; yayue)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살던 시대에서부터 여러 제사와 의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중국의 궁중 음악

은 야혜(雅樂

yayue)로 분류되었으며， 중국의

왕조의

말기에까지

야혜(雅樂;

yayue) 에 대한 유지를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의미

를 야혜(雅樂; yayue) 이 부적절하게 무너지는 것에 원인을 두었으며， 중국의 여러
왕조들은 올바른 야웨(雅樂; yayue)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는 공자에 의
해 강조되었던 형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야웨(雅樂; yayue)의 회복은

공자의 말씀인 논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재해석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필연적

으로 여러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새로운 왕조에서는 다른 해석으로 대체
될 수 밖에 없었다.
중국 왕조의 표준이 되는 역사는 왕조의 음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야웨(雅樂; yayue)의 회복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역사들은 왕조를 계승
하는 새로운 왕조의 역사가들에 의해 쓰여 지게 되는데

이들은 궁중의 일지나

관공서의 문서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을 참고로 하게 된다. 그리고 새 왕조에서는

야혜(雅樂; yayue) 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꾸게 되며 과거 왕조의 음악이 부
적절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여 예를 들면 ‘고대의 진실된 음악을 잃어버렸다’는 말
로 기술하게 된다.

야웨(雅樂; yayue)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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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계， 선법， 조율법， 기본 음고의 계산(측정 시스템의 관련성)， 악기와 편성법，
관습， 선율， 리듬， 제사를 위한 송가 퉁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기본 음고의 제

정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다른 모든 일에 선행이 되었다. 역사적으
로 기본 음고 제정의 방법은 기장과 같은 곡식을 일렬로 세웠을 때 나타나는 특

별한 숫자와 길이에 의해 음고에 대한 기본적인 율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율관은 다섯 가지 순환 방법을 통하여 다른 음을 만들게 된다.

명백한 것은 야웨(雅樂; yayue)의 역사는 고의적인 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음악
적인 성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야웨(雅樂; yayue)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
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사성의 개념보다는 계속성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있었다.

한나라의 야웨(雅樂; yayue)은 당이나 송， 명의 그것과 서로 매우 달랐다. 송나라
부터 그 이후의 여러 왕조에서는 야웨(雅樂; yayue)의 개념이 이론 서적들과 함
께 계속 유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왕조의 합리적인 궁중 음악이 만
들어 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멸망이 있었던 20세기에는 순환
적이며 독특한 음악인 궁중 음악의 끝을 가져왔다.
명확하게 유지되어 온 몇몇 요소들은 여러 왕조들의 야웨(雅樂; yayue) 에 대한
재해석 과정에서도 살아남았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야왜(雅樂; yayue)의 음악틀
은 편종이나 면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악기들은
각각의 종과 돌이 틀에 줄지어서 달려 있는 모양이며 공연의 주변에 줄을 지어
서 있게 된다. 최근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러한 악기가 한나라 시기 또는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 역사 시기에 사용되었던 종과 돌들
은 자랑스럽게 중국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야웨(雅樂; yayue) 에 대한 아주 특별한 재해석은 송나라의 휘종 황제(재위기간

1100-1125) 시기에 있었다. 기장을 줄 세우는 방법 대신에 황제의 관리들은 휘종
의 세 손가락의 수치를 측정하여 그 합계의 길이로서 기본 율관을 만들었으며，
사람의 몸이 측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대의 예를 인용하여 셜명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기본 율관과 그 결과로써 새로운 음악적인

악기들이 창제되었으며 거대한 음악적 앙상블을 위해 수백 명의 악공들을 모았
다.1127년에는 외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많은 악기들을 파괴하였으나， 휘종과 그
의 관리들은 더 많은 음악적 영역들을 만들어 내었다. 야웨(雅樂; yayue) 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창조는 2000년 야웨(雅樂; yayue)의 역사 속에서 매우 특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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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야웨(雅樂; yayue)의 이상한 역사는 한국의 아악을
일으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더욱 특별하며， 아악은 현재 한국의
서울에서도 여전히 연주되고 있는 전통음악이다. 1116년에 휘종 황제는 한국에

악기틀을 주었으며， 악공들을 보내어 야웨(雅樂; yayue)( 아악은 한국에서의 발음
이다)를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였다. 악기들은 보내온 편종과 편경의 음
률에 맞게 복제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연주된다. 한국에서의 연주는 중국 송

나라의 야례(雅樂; yayue)선율을 옮겨온 것이며 1349년의 기록에 의한다.
고려왕조가 조선으로 바뀌는 1392년에， 유가들은 음악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

게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음악 서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는데， 명나라에

서 연주되고 있는 실제적인 음악에 대한 연구 및 송나라 시기의 중국 서적에 의
한 폭넓은 수정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송나라 시대의 기본 음고를 유지하였으나

악기편성과 종교의례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제한은 있었다. 수세기에 걸친 점
진적인 변화와 침략으로 인한 파괴， 20세기에 한국에서의 왕조국가가 사라졌음에

도 불구하고 15세기에 일어났던 아악에 대한 개정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국
에서 연주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앞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역사적인

영향관계에서

일본에서의

가가쿠(雅樂;

gagaku) (한국과 중국의 야례(雅樂; yayue) 및 아악파 같은 문자로 되어 있음)는
아악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아악이 특별한 하나의 형태인 12세기 초 제례

의 야웨(雅樂; yayue) 인 반면， 가가쿠(雅樂; gagaku)는 그 연원이 국제적인 나라
였던 수와 당나라의 중국 수도에서 열렸던 춤과 연회 그리고 오락적인 형태에 있

다. 오늘날에도 가가쿠(雅樂; gagaku)는 궁극적으로 그 연원이 이것과 관련 하여
범주화되어 있다. 즉 중국 음악으로의 토가쿠(康樂; Tõgaku) , 한국음악으로의 코
마가쿠(Komagaku) ， 인도와 중앙아시 아 음악으로의 련유가쿠(Rinyügaku) 가 그것
이다. 가가쿠(雅樂; gagaku)의 편성법은 당의 오락적인 음악에서 사용되었으나

공식적인 야웨(雅樂; yayue) 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좀 더 대중적인 악기인 비와(비
파)와 같은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조율을 위한 편종이나 편경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음악이 공식적인 궁중의 목적을 위해 발전하였으며 지난 세
기 한국에서의 아악의 경우와는 달리 더욱 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되었다.

1960년대에 타이완의 공자 사당에서는 야웨(雅樂; yayue) 의 공연이 재연되었는

68
데， 이는 한국의 15세기 초의 것 - 악기의 혁신 ， 역사에 근거한 선율， 역사적 기술

에 맞는 실제적인 공연의 창조 퉁퉁-과 통일 선상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그 결과는 비슷한 점도 있었으나 서로 다른 점도 많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혁신
이 송나라의 서적에 대부분 바탕을 둔 것인 것에 비해 타이완의 것은 명나라 말
기까지 보존된 악기들이 모텔이 되었으며 선율이 확장된 것이다. 송나라에 바탕

을 둔 한국의 음악이 7음 음계라며 명나라에 근거를 두고 있는 타이완의 음악은
5음 음계로 되어 있다.

야웨(雅樂;

yayue) ,

아악， 가가쿠(雅樂; gagaku)가 같은 이 름을 가진 음악이 며

궁중에서의 음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 셋은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최
소한 중국의 야웨(雅樂; yayue)는 근본적으로 개정 이 된 것이 라면 한국의 것은

중요한 것 일부가 수정이 되었으며 ， 일본의 가가쿠(雅樂; gagaku)는 지속적인 발
전과 적응을 통하여 전통의 연주법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부르는 명칭이 삼국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아악이 짧은 역사의 송나라 야웨(雅樂; yayue) 에 바탕을
두고 있 는 특별한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긴 음악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
야혜(雅樂; yayue) 와 차이가 있으며， 일본의 가가쿠(雅樂; gagaku)는 야웨(雅樂;
yayue) 에 기원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음악적인 형태는 역사의 강렬한 감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아

시아의 청중의 경험 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중국의 야혜(雅樂;
yayue)가 더 이상 들려지 지 않고 있으며 박물관에 악기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종
종 책에서 살아있는 역사의 유물(발굴에 의해 면종과 편경이 새롭게 합류함)로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전 승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한국에서의 아악

과 일본의 가가쿠(雅樂; gagaku) 는 살아남은 공연 형태로서 청중들에게 옛날에

대한 구현으로 들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황제의 궁중 문화와 그 전통의 흔적이 의도적으로 폐하여진 중국에

서는 궁중 음악은 거의 연주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부분만이 공연되고 있다. 한
국에서의 아악의 레퍼토리는 그 자체로서 두 개의 짧은 멜로디만 연주되고 있으

나， 궁중 음악의 폭넓은 작품이 있으며 대부분은 한국에 그 근원이 있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원래 궁중의 연회나 여러 의식에서 연주가 되었

으며 국립국악원의 연주원들에 의해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가
가쿠(雅樂; gagaku) 라는 장르는 궁중 음악의 레퍼토리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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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또한 궁중 음악을

신토의 종교와 연관이 있는 가쿠라라고 부르고 있다.

기 악음악: 시추(sizhu). 산조‘ 샤쿠하치 (R J\: Shakuhachi)
궁중음악에서 덜 공식적인 장르인 기악 음악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 음악들의

목적은 궁중에서의 어떠한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연주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 매우 적은 편이다. 동아시아에서 학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에서는 교육적이지 않거나 의식에 도움이 안 되는 대중

음악이나 민속음악을 천시하였기 때문에 역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저자들에
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음악이라는 것이 대부분 구전을 통하여 전달되는 데

비해 ， 야혜(雅樂; yayue) , 아악， 가가쿠(雅樂; gagaku) 가 전승을 위해 기보법이 존
재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식적인 음악들은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

고 단지 궁중의 음악으로만 사용이 되었다.
시추(비단과 대나무)는 중국의 수많은 종교에 기반을 두는 음악으로서 다양한
기악 음악을 지칭하는 장르이다. 그 음악은 부드러운 관악기와 현악기(뜯거나 켜
는)， 타악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악 모임이나 잣집， 사찰의 축제를 배경으로 형

성되었다. 이 음악의 전승은 전형적으로 구전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악
보화 되고 있다.

역사라는 것은 시추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 음악은 다른 장르와
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는 배경과 유산의 역사적인 인식과 함께 그 음악 자체적인
구조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태의 시추 음악은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고 비 슷한 이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 명확하게 어긋나있는 다
양한 조가 존재한다. 다양한 형태의 음악은 다른 말로 하면 기본적인 구조의 역

사적인 발전을 의미하며

이 사실은 시추에 대한 중요한 담론을 차지하고 있다.

라오리우반(오랜 팔박자)와 같은 기본 구조의 이름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인 질서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추의 역사성은 중국 음악의 광범위한

기술적인 양상의 일부분이다. 뿌리가 되는 선율의 존재와 지식은 연극적인 형태
나 시추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재료에서 유래되었고 이를 큐파이 (qupaí) 라고 한
다. 중국음악에서의 창조성은 완전히 새로운 음재료에 의한 창작이라기보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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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음악적인 재료를 변화시키는 신선함을 지칭한다.

한국에서의 중요한 기악적인 형태는 산조로서 독주 선율악기가 모래시계처럼
생긴 타악기인 장구에 의해 점점 빨라지는 몇 개의 리듬에 얹혀서 연주된다. 널

리 감상되고 있는 산조의 악기는 열두 줄의 가야금， 여섯 줄의 거문고， 일곱이나
여넓 줄의 아쟁， 두 줄의 해금， 겹서 관악기인 피리， 큰 횡취 악기인 대금이다. 일
반적으로 시작부분의 연주는 짧은 자유 리듬을 가진 선율을 악기가 독주를 하게
되며， 넷이나 다섯 개의 점차 빨라지는 리듬 형태(장단)의 반주에 의해 연주되게
된다.
산조는 발생시기가 비교적 짧은 장르에 속하는데， 대체로 100여 년 전에 시작

되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판소리와 무속의 의례 중 춤을 출 때 즉흥적으로

연주하던 시나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학자에 의하면 산조는
가야금 산조에서 출발하여 다른 악기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뛰어난 연주가가

나타났을 때 그의 제자들은 하나의 문하를 형성하여 그의 스승에 의해 연주된 독
특한 형태를 전숭하게 된다. 산조는 즉석에서 창조되는 즉홍적인 구조를 가진 음
악이 아니며， 그 연주는 기억에 의해 재생되고 다른 선율적인 재료들을 모아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음악이다. 그 스승은 제자에게 기억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
는 선율을 전숭시키게 되며

제자는 새로운 선율 재료와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질서 둥을 통하여 개인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선율을 만들어 낸다. 이는 판소리의
창자가 판소리의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가는 과정
과 비슷하다.
산조의 역사는 서로 모순된 점을 가지고 있다. 연주자와 청중의 자세는 두 가
지 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a) 연주자가 자신이 속하였던 문하에서 얼마나

그 가락을 잘 기억하고 충실하고 정확하게 연주하였는가， b) 연주자가 자신의 개
인적인 신선한 선율을 나타내었는가 하는 것이다.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과 옛날 것， 개인적인 신선한 창조와 역사적인 연속성 사이의 미묘하고 심미적

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본음악에서 종취 취구 악기인 샤쿠하치(.R八; Shakuhachi)는 역사와 성실성
을 그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샤쿠하치(.R八; Shakuhachl)의 모든 연주

자는 혼교쿠(本曲 ; honkyoku) 라는 기본적인 선율을 익혀야 하는데， 이 선율은 명
연주가인 Kurosawa .Kinko(1710-1771) 에 의해 작곡되어 고정화된 선율로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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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교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조에서처럼， 샤쿠하치 (R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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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uhachi)의

연주도 각각의 특성을 가진 여러 문하로 나누어지며， 연주가는 일반적으로 이 문

하에 속하게 된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하는 쿠로사와를 직접적으로 계숭한 것으
로 간주되고 있는 긴코(Kinko) ， 현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잔(Tozan) ， 그
리 고 치 쿠호(Chikuho) 이 다.
샤쿠하치 (R八 ; Shakuhachi) 는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이 음악은 적어도

8

세기나 그 이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최근에는 불교적인 명상과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쿠로사와의 시기에는 비록 세속화가 되었으나 푸케
젠 (Fuke

Zen) 종파와 관련성이 크다. 비록 현재에는 명상보다는 악기에 더 집중

하고 있으나， 모든 샤쿠하치 (R八 ;

Shakuhachi)

연주가들은 쿠로사와의 악기의 유

산에 대한 역사적이고 명상적인 느낌을 알고 있다.
샤쿠하치 (R八 ; Shakuhachi) 를 배우는 학생들은 주로 구전에 의해 배우지만， 대
략적인 윤곽을 가진 악보에 의해서도 배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중요한 선율을
기억하여 스숭의 연주에 가깝게 재생할 수가 있게 된다. 장식적인 면에서 기본적
인 선율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기교를 완벽하게 배우

고 내면화 한 후에 학생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연주 할 수 있다.
샤쿠하치 (R八 ; Shakuhachi) 는 산교쿠라 불리는 장르에서 종종 고토나 사미센
과 함께 연주되는데， 협연을 위해 새롭게 작곡된 음악 및 고토와 사미센의 독주
선율에서 가져온 음악이 레퍼토리에 포함이 된다. 물론 역사적인 전승이 있는 음

악은 연주가나 청중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각자의 악기는
서로 다른 문하에서 연주하더라도 산교쿠의 협연에서는 서로 다른 문하들이 서
로 결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산교쿠의 레퍼토리는 기본적인 샤쿠하치 (R

八;

Shakuhachl)

레퍼토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었으며， 그 이름도 영역

밖의 음악을 뜻하는 가이교쿠(gaikyoku)로 불린다. 이를 통하여 레퍼토리의 역사

적인 유래와 관계는 일반적인 음악적 담론 안에서 인식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연극적 형태: 베이갱 오페라， 판소리， 노(能 ; noh)
대부분 음악을 포항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연극적 형태는 중국의 전 시대에 걸
쳐서 번성하였다. 예전의 연극적인 형태를 군쿠(Kunqu) 라고 하였는데 명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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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장르에서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연되고 있다. 18세기의 끝 무렵에

는 종교적인 연극 형태에 의해 공적인 형상으로 변화되었는데， 일명 ‘베이징 오
페라’라고 불린다.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 까닭은 수도였던 베이징에서 공연이 되
었기 때문이며， 귀족과 신분이 상승한 중산계층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학자들은
음악 외에도 높은 음조의 대화， 곡예사， 옷차림， 얼굴에 철을 한 배역 및 우스광
스러운 배역 풍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형태를 오페라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
하고 있으나 베이징 오페라라는 용어는 일반화 되었다.

연극의 이야기 부분은 추상적인 기악 음악이나 궁중 음악과는 구별이 되며， 역

사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으로서 베이징 오페라는 역사적인 이야기나 사건， 중국
여러 왕조의 황실의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구성이 신화적인데 비해， 어

떤 것은 실제의 역사적 상황을 재현한 것도 있으며 연극적인 목적을 위해 각색된
것도 있다. 전형적으로 베이징 오페라의 구성은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유교의 귀족적 계충제에 의해 신봉되어진 가치와 관련이 었다. 이는 청중의 대부

분이 귀족제의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유교의 전통에 의해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연극에 사용되는 언어는 높은 학식을 필

요로 하는 고문(古文)의 형태로 된 것이며， 이야기의 구성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암시나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중국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의 초기 10여 년 기간 동안 베이징 오페라는 정부의
관리 하에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면 역사적인

양상에 대한 암시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부는 제거하
고자하는 열망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외관상 옛 형태를 가
지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으나， 공연의 주제와 사회
적인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의 상황과 철저하게 반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검

열에 의해 ‘혁명적인’ 베이정 오페라는 창조되었고 20세기 초반에 일본에 대항한

투쟁이라든지 소작농의 영웅적인 행동과 같은 주제로 극의 구성이 변화되었으며，
현대의 언어와 현대의 극적 요소로 대체하였다. 이를 위해 무대나 의상이 예전
형태의 것에서 탈바꿈되었으며 콕예사는 더욱 높은 위치로 이동하였고 서양의
악기와 스타일이 전통적인 요소에 더해 졌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베이징 오페라
의 형태로의 회귀를 보이고 있으나 현대적인 요소에 의한 변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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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정 오페라의 음악은 선율악기뿐만 아니라 종이나 작은 타악기가 함께 사
용되며 노래의 반주로 사용이 된다. 타악기에 의한 앙상블은 바그너의 극적 주요

동기의 제시 방법과 비슷한 형태로 시작을 알린다. 노래의 반주는 두 줄로 된 징
후(jinghu) 라는 현악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창자와 함께 선율이 움직이며 노
래 선율의 사이사이를 채운다. 구조적으로 선율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아리아가
있으며 개인적인 연주자에 의해 특별한 언어로 된 노래가 새로운 장식음과 함께

불리어 진다. 큐파이나 시후에서처럼 이러한 아리아의 형태는 연기자와 청중 모
두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한국에도 음악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극적인 공연 형태가 존재하는데， 꼭두각시
놀음이나 가면 놀이와 같이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에서부터 실내에서 공연하는

것까지 있다. 그 중 연극적인 형태의 공연 중 현재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은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장르로서 한 명의 가창자와 한 명
의 북반주자로 구성된다. 공연에 사용되는 소품은 손에 드는 부채나 손수건이 전
부이며， 가창자가 이야기를 전개할 때 모든 배역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춤까지도 곁들이게 되며 청중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추임새를
하기도 한다.

한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예전에는 매우 다양한 소재의 판소리가 존재하였으나
19세기 말엽에는 기본적인 레퍼토리인 다섯 가지 판소리로 정리되었으며 오늘날
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절을 지킨 부인 이야기인 춘향전을 비롯하여 신
실한 딸에 관한 이야기인 심청전， 착한 동생과 못된 형의 이야기 를 다룬 홍부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인 수궁가 중국의 오래 전 소설의 한 부분을 노래하는

적벽가가 그것이다. 이 다섯 이야기는 화려한 고어체로 되어 있으며 매우 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함축과 유교의 신념을 담고 있다. 판소리가 19세기 말엽에는

귀족 계충의 후원을 받았던 까닭에 그 사설이 고상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
며， 베이징 오페라에서처럼 억압을 당하지 않고 옛날의 형태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다섯 바탕의 판소리는 공자의 사회적 신념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단

지 적벽가 하나만 옛날 중국의 소설을 한국화 하여 재생한 것이다.

판소리의 흥미로운 발전은 20세기 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판소리의 가창 형
태가 무대화되게 되어 그 배역을 서로 나누어서 노래하는 창극이 발생한다. 창극

은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으나 더 고전적인 형태인 판소리에 비해 대중화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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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판소리나 창극 모두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청중들이 강한 역사적 심미안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많은 수의 연극적인 형태의 공연이 존재하
는데， 매우 심각한 것에서부터 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 오랜 전통을 가진 민속

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가부키를 포함하는 고전적인 형태들은 음악이 수반되는
매우 역동적이며 화려하고 큰 편에 속한다. 분라쿠(文樂; burnraku)는 고도로 발
전된 인형극이며， 노(能; noh)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칸결하면서도 천천히 움직
이는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노(能; noh) 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하는

데， 다른 두 가지 형태에서처럼 노(能; noh)는 청중으로부터 역사적인 영향을 강
하게 받았다.
현대에까지 살아남은 레퍼토리는 노(能; noh)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Kiyotsugu(1333-1384) 와

Kannami

Zeami Motokiyo(1363-1444) 라는 두 명 의 중요한 작

가에 의한 것이다. 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긴다. 연기자는 그 내용에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전형적으
로 부처의 가르침과 그 정신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비록 물리

적인 지방색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묘사가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연극적인 행동
을 다루고 있는 것은 드물다.

노(能; noh)의 음악적 형식에서 독특한 것은 노(能; noh) 에서 파생된 가부키(歌
舞技; kabuki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다른 장르와 연관성이 작다는 것이다. 제한된
범위의 선율이 북의 반주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된 목소리로 표현되는데， 북을

반주하는 사랍은 노래와 동시에 큰 북소리를 내게 된다. 관악기의 일종인 노칸
(nohkan)은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데에 사용이 되거나 발음을 묘사하는 데에 사
용이 되지만 노래를 반주하지는 않는다. 합창은 공연 중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
제 삼자적 입장에서 노래한다. 노의 음악적 스타일이 특이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하였던 다른 동아시아의 연극 공연 형태와 공통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에 있다. 베이징 오페라는 그 구조가 큐파이와 다른 중국 음악의 영향을 받았으
며 ， 한국의 판소리는 선법이나 선율， 리듬 구조가 민요나 산조와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이성은 노가 고전적， 역사적인 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 청중들은 현대 감각 보다는 옛 감성을 선호한다는 의
미이다.

동아시아 음악의 필수적인 개념으로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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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음악:불교음악
연극 음악과 마찬가지로 종교 음악도 과거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불교는 인

도로부터 1 세기경에 중국으로 유입되어 기존의 도교 및 원래는 종교적 성향이
없었던 유교와 함께 중국의 중요한 세 가지 신념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불교
는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삼국에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경전에 대한 낭송이 불교 음악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인도의 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노래로 불려 졌다. 경전이 한국과 일본으로 이동하였을 때 삼국의 공용

어인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때로는 중국 문자의 발음에 상응하는 자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긴 역사의 기간 동안 불교는 발전하고
변화하여 그 음악이 각 국에서 달라졌으며

현재까지 전승되는 불교의 음악들은

서로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전을 노래하는 동안에 금속 타악기(자바라)나 나무로 만들어진 종(목탁)과
같은 악기에 의해 반주를 하게 되지만 노래 선율은 이들 반주와는 독립적으로

불린다. 불교 음악에서의 노래가 이처럼 독립적인 것은 야웨(雅樂;

yayue) ,

아악，

가가쿠(雅樂; gagaku)의 경우와 비 슷하다. 불교 역사의 여 러 충위에서부터 생성
된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삼국이 서로 노래하는 스타일 이 각기 다르
고 공연의 명확한 불균형이 었다고 하더라도 숭려와 청중들이 음악적으로 역사

적 연속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자국의 종교와 관련 있는 음악부분이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비슷한 경우

이다. 예 를 들면 중국의 도교， 한국의 무속， 일본의 신도에 사용되는 음악들은 오
랜 과거에서부터 미적으로 고유의 스타일이 있음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다.

결론
넓은 개엽의 역사가 동아시아 전통 음악의 미학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증거

는 확실하다

연주자와 관객 모두 그들이 연주하고 듣는 전통음악 많은 부분

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에서는 어떻게 역사가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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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환경에서 조작되는가에 주목해 보려 하며， 여러 예들을 통해 핵심 사항
을 보여줄 것이다.

1978년 사물놀이(패)라고 부르는 4명의 한국 음악인들이 한국 농부들의 음악
인 농악에서 유래된 공연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연주는 실내악으로

서(농악은 과거에 항상 실외에서 연주됨) 서구적인 조명효과와 1 인 1 악기 체제

(과거에는 악기별로 많은 연주자들이 밴드를 이룬 것과 다름)， 한국의 다양한 지
역의 요소로 구성된 꽉 짜이고 압축된 곡들의 연주이었다. 분명하게 이것은 새로

운 환경의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지만 사물놀이 음악인들과 한국 학자들은 장황
한 과정을 통해 이 음악이 긴 역사적 유산과 전통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립해 버
혔다. 사물놀이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음악의 역사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새
로운 형태의 음악을 정당화 하는 한국의 많은 유사한 상황들의 전형적인 예이다.

중국에서는 국립 음악원들이 ‘쓰주(絲竹; sizhu) ’와 같이 매우 세련되고 전문적
인 형태의 전통음악 분야를 가르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 의도는 음악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보다는 공연과 악기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물론

중국학자들과 전문 연주가들에 의한 민속자료 수집의 목적은 언제나 이전 것의 유

지가 아닌 향상과 발전이다. 보존의 기치 하에 고전 작품들의 검열 판을 도입하는
것은 역사를 청산하고 원치 않는 관련성을 제거하기 위한 강한 의도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악기 ‘고토(琴; Koto) ’와 ‘샤쿠하치 (R八 ; Shakuhachi) ’와 같은 연주
공연 학교들이 악기를 배우는 과정들을 공인하는 조합을 제정하였다. 사실상 학

생 공연의 정확성과 순수성을 공인하는 과정으로서

음악 공연의 역사성을 지속

시키는 방식이다. 양식 학교에서 제한한 범위의 공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억

제되고， 정확한 공연 형태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음악과 관련된 심오한 역사성으
로부터 표출된다.
음악적 역사성의 선언들과 연주 형태의 순수성을 제어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그 정반대 경향들만큼이나 동아시아 음악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한 인식에 대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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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 중국 · 한국·일본의 역샤연대
중국에 의해 현재 점유되고 있는 중요 영역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과거 단일 왕
조에 의해 통치되던 지역이며(예를 들면 당， 송， 명)， 때로는 황제에 의해 직접 다
스려진 보다 좁은 영역이었던 경우도 있다. 이 왕조들은 송이나 명과 같이 한족에

의한 왕조들이지만， 어떤 시기에는 원이나 청과 같이 중국 안에 있는 주요한 소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의한 왕조도 있었다. 통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왕조
의 홍망이라는 순환이 있었으며

이러한 순환 구조가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

가 되는 것이다. 그 구성원이 한족이거나 이민족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이 역사들은 음악을 포함하는 예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요한 역대 왕조와 통치기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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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주의 공화국

1949-

비록 한반도가 작은 지역이며 보다 적은 왕조에 의해 통치가 되었다고 하더라

도， 왕조의 순환적인 역사가 한국에도 존재한다. 최초의 삼국 국가는 고구려， 신

라와 백제이며 이 나라들은 각 영역의 부족들을 통합하여 4세기까지 하냐의 국
가로 성장하였다. 신라가 668년에 한반도를 통일한 후에 한국은 단일 왕조에 의
해 통치가 이루어졌으며，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되고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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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었다.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668 CE
?-668
?-668
?-663

통일신라

668-935

고려

대한민국(남한)

918-1392
1392-1910
1910-1945
1945-

조선인민주의공화국(북한)

1945-

;iζ-서'--'

일제 식민지

섬나라 일본에도 역시 왕조가 홍망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는 지배 집단이 있었으

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황족이 이어져 왔다. 천황의 존재는 여러 역사 시기에 걸쳐
서 큰 힘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황족이 오늘날에도 병맥
을 이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수장과 현재의 일본은 아래와 같다.

야요이

ca. 300 BCE-270 CE

나라

710-794
794-1192

헤이안

카마쿠라
무라마치

에도(도쿠가와)
메이지
타이쇼
쇼와

1192-1333
1334-1573
1600-1868
1868-1912
1912-1925
1925-1989

